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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NA Chip을 이용한 실험은 그 결과에 대하여 대용량의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
는 다양한 기법 중, 미리 정해진 클래스에 데이터를 해당하는 클래스로 분류하는 기법인 분류화를 수행하
여 의도한 목표를 위한 규칙을 찾아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DNA Chip과 같은 방대한 양의 
정보 분석에 대하여 적합한 생태계 모방 알고리즘인 PSO Algorithm을 사용하여 분류 규칙을 발견하여 이
를 데이터에 적용, 분류하는 연구를 기술하고 있다. 

1. 서  론

 DNA Chip은 방 한 유 자 정보 분석을 해 소모되

는 많은 자원들을 극복하기 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DNA Chip은 기존의 분자생물학  지식에 고도의 기계 

 자 공학 기술을 목해서 만들어졌다. 이는 수십만

개의 DNA 정보를 매우 작은 공간에 입력할 수 있게 되

어 보다 더 쉬운 환경의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기 함으

로 이제는 이러한 실험 결과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DNA Chip을 이용한 실험 결과에 

한 분석을 해, 방 한 양의 정보를 분석하기에 합

한 생태계 모방 알고리즘의 하나인 Particle Swarm 

Optimiz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류화 작업을 수행

하여 유 자 사이의 유사성 유형을 발견하려 한다.

2. 련 연구

2.1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 알고리즘은 새 떼, 

개미떼, 물고기 무리와 같은 동물 군집의 사회  행동양

식에서 감을 얻어 개발된 최 화 기법이다. 이 때 군

집(무리)은 정보를 공유하고 무리 내의 개체는 자기의 

경험과 무리의 공유 정보를 기 로 행동을 결정한다. 

를 들어 개미는 자신이 찾은 먹이를 다른 동료들에게 알

릴 , 페로몬을 길에 뿌리는데 개미들이 많이 움직인 

길에는 자연히 페로몬이 많이 되고 결국 더 많은 개

미들이 쌓인 페로몬을 따라서 쉽게 먹이를 찾아갈 수 있

다. 이 게 개미라는 개체의 지식과 된 페로몬의 양

이라는 개미 무리의 사회  지식에 기반하여 최 의 해

를 찾는 방법을 Particle Swarm Optimization이라고 한

다. 이 때, 무리를 Swarm, 개체를 Particle이라고 하며 

각 Paricle은 solution space를 날아다니며 그들의 재 

Position에 해 평가(Evaluate)하고 자신 주변의 

Particle과 비교(Compare)하고 주변 Particle과의 최고의 

값을 따라(Imitate)하는 것이다. 

 Particle Swarm Optimization은 다음 (그림 1)의 

Pseudo code로 나타낼 수 있다. 

 각각의 particle은 치와 속도를 가지고 있다. 먼  다

차원 solution space에서 모든 particle을 기화한다. 각 

particle에 한 fitness를 평가(Evaluate)하고 이 fitness

에 따라 지 까지 가장 좋은 fitness를 갖는 particl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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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PSO의 Pseudo code

기억한다(Compare). 이에 따라 지역 최 값 pbest가 설

정된다. 그리고 Swarm은 모든 particle의 지역 최 값 

pbest를 비교하여 가장 좋은 fitness를 갖는 particle을 

기억하고 이를 역 최  값 gbest라 한다(Imitate). 그리

고 반복횟수나 특정 임계값에의 도달과 같이 정해진 조

건을 만족할 때까진 과정은 반복된다.

 각각의 particle은 속도 벡터  와 치 벡터  를 

가지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식에 따라 update된다. 시간 

t에서 particle i에 하여 particle i의 속도 벡터의 

update식은 다음과 같다.

 

   ∙   ∙  

 그리고 이에 따른 치의 update식은 다음과 같다.

         

이 때, 속도    앞의 는 inertia weight으로서, 체

인 속도를 조 한다. 이 값이 무 크면 속도도 따라

서 커지고 결국 particle의 이동 범 가 커지므로, 이 값

으로 체 인 soulution의 탐색 범 를 조 한다고 볼 

수 있다.

2.2 DNA Chip 분석 시스템

 DNA 칩은 유 자 칩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여러 종

류의 유 자 염기 서열을 격자 모양의 구멍이 있는 칩 

에 집어 넣은 것으로, 시료에 한 발 성을 측정하는 

것이 목 이다. DNA 칩은 DNA 이  나선이 코드가 특

별하게 맞을 경우 달라 붙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이

를 이용해 시료 안에 존재하는 유 자를 시각 으로 검

출할 수 있다. 스캐 는 DNA 칩의 시각 정보를 입력 받

아 격자 모양으로 이루어진 구멍이 각기 가지는 색깔과 

그 진한 정도를 별하여 유 자들의 일치 정도와 발  

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다.

2.3 Classification

 분류 작업(Classification Work)의 입력 데이터는 코

드들의 집합이다. 각 코드는 튜 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튜 은 Attribute set인 X와 Target attribute인 클래

스 이블 Y로 구성되어 있고, 이 때 X를 미리 정해진 

클래스 이블  하나인 Y에 mapping하는 목표 함수

(target function) 를 학습하는 것은 Classification 

Work라 한다. 이러한 학습의 결과로 학습 model이 나오

는데 이 model을 구성하고  평가하기 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training set, test set으로 나  필요가 있다. 

즉 Learning Algorithm에서 학습 모델을 만들고 이에 

training set을 넣어 Model을 완성한 다음 test set을 넣

어 Model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성

된 Model은 클래스 이블의 값이 주어지지 않은 새로

운 입력 데이터에 하여 그 값을 측할 수 있다.

2.3.1 Evaluation

 Classification Model의 성능 평가는 그 모델에 의해 정

확하게 는 부정확하게 측되는 test record의 개수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Confusion 

matrix로 표에 표시할 수 있다. 

(표 1) Confusion matrix

 정확하게 결과가 맞아 떨어진 record의 수는 과 

으로 그 수는 (+) 이다. 따라서 체 record의 수인 

(+++)  (+)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 모

델의 Accuracy이다. 그와 반 로 (+)이 차지하는 

비율은 Error rate라고 할 수 있다.[1]

3. Implementation of PSO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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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R_NM NOMALIZATION_ID M_VAL

297784 N000287 5.114

297784 N000288 5.083

297784 N000289 5.104

- - -

 이 분석 시스템은 PSO algorithm을 사용하여 DNA 

Chip 데이터를 분류한다. Classification rule 을 발견하기 

해서 확장자 *.arff 일로부터 훈련 데이터를 얻어서 

훈렬을 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PSO 

algorithm이다.  

3.1 DNA Chip Data

 DNA Chip에 장된 Bio data는 총 100개의 Gene과 24

가지 실험에 한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과 같

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2) DNA Chip data table

 의 표에서 PROBR_NM은 Gene의 Number, 

NOMALIZATION_ID는 실험(Exp)의 번호, M_VAL은 

해당 실험에 한 Gene의 값을 의미한다. 이에 해 우

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각 실험이 지닌 의미, 즉 

NOMALIZATION_ID로 묶은 실험군의 class label을 정

확하게 악할 수 있는 rule이라 말할 수 있다.

3.2 Particle Swarm Optimization Classification

 PSO Classification Algorithm은 Classification의 기

인 rule을 발견하기 한 Classification rule discovery 

algorithm으로서 Particle Swarm Optimization algorithm

을 사용한다. 2.2에서 언 한 Learning algorithm의 역할

이 이것이다. 이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training set과 

classification set으로 나 고 particle로서 rule을 표 한

다. rule은 조건의 집합으로 다음과 같이 해당 Gene 

Number와 그 발 값에 하여 이러한 형식으로 표 할 

수 있다.  

IF gene_a = value_1 

AND gene_b = value_2 ... 

THEN class_x

 하나의 particle은 하나의 rule을 나타낸다. 따라서 

particle은 생성하고자 하는 rule의 갯수만큼 존재한다. 

particle은 만족 조건에 다다르면 pruning 과정을 수행하

여 Coverage가 큰 rule만을 남겨두고 불필요한 속성은 

제거한다. 를 들어 rule 1가 조건 attribute에 gene_a가 

속하는  “gene_a = value_1"이고, rule 2는 조건 attibute

에 gene_a, gene_b가 속하는 ”gene_a= value_1 AND 

gene_b= value_2"의 형태라면 rule 2는 rule 1에 포함되

므로 Coverage가 보다 큰 rule 1 이 남고 rule 2는 제거

된다. 이에 따라서 rule 2에 속하던 gene_b 라는 조건 

attribute도 제거되는 것이다.

(그림 2) Rule의 Coverage

 particle은 rule에 따라 분류가 되며 분류가 된 것은 

training set에서 제거하고는 새 training set에 다시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새로운 rule을 찾는다. 이러한 과정을 미리 지정한 조건

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이 때, particle의 속도는 DNA chip data에서 각 Gene

의 실험 Exp에 해당하는 발 값의 변화량으로서 이는 

앞에서 정의한 update식에 따라 변화하면서 각 Gene의 

최 의 Fitness를 가지는 발 값을 찾는다.[2]  

3.3 Fitness Function

 Particle Swarm Optimization 알고리즘 내에서 찾는 

rule에 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Fitness 

Function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3.1

             

 
 



       

 

 이 함수는 실제 class label값과 상 class label값을 비

교하여 그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1, 그 외의 경우엔 +0

을 해 다. 그리하여 총 비교값의 합을 tarining set의 

instance 수로 나 고 100을 곱하여 그 퍼센트를 구한다. 

이 경우엔 퍼센트가 낮은 것이 좋은 평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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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이 함수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값과 앙값

의 거리의 총 합을 training set의 instance 수로 나 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DNA chip data를 간략하게 표로 

나타낸 것으로 각 Gene이 해당 실험에 하여 어떤 발

값을 가지고 있는지에 한 데이터이다. 

(표 3)DNA Chip data의 간략화

 Exp는 실험 번호, G1, G2는 각 Gene의 넘버를 그리고 

class는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class label을 의미한다. 

이 때, 이 함수에 쓰이는 앙값은 각 실험군마다 존재

하는데 Exp1의 경우 Exp1에 해당하는 각 Gene들의 발

값  최고값과 최 값의 앙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

한다.

3.3.3

 마지막 세 번째 Fitness function은 3.3.1과 3.3.2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서 그 성능이 가장 훌륭하다.[3]

4. 실험  결과

 100개의 gene으로 이루어진 표 3의 DNA chip data는 

training data로 사용된다. 그리고 랜덤하게 생성된 rule

에 따라 Creteria로 정해놓은 반복 횟수만큼 분류화 작업

을 시행한다. 이 data의 실험군이 가지는 class label은 

-1과 1, 두 가지로 각기 암의 유·무를 나타낸다. 기본

으로 암이 없는 -1로 class label의 default value를 잡는

다. 지정한 2000번의 반복 뒤, 최종 으로 Classification 

rule로서 선택되는 것은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은 rule로

서 아래와 같이 기본 인 rule의 형식 로 출력되는데, 

여러 번의 실험 결과 수행 속도는 45 - 55 sec를 소모한

다.  

(그림 3) 최종 rule 결과 화면

 

5. 결론  향후 연구

 생태계 모방 알고리즘인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는 방 한 양의 data를 분석하고 그 data를 

분류할 규칙을 찾아내는데 매우 합하다. 그러나 기본

으로 찾아낸 결과를 뒷받침하는 rule의 신뢰성이 가장 

요하다. 이를 해 rule 신뢰성을 평가하는 Fitness 

function의 사용이 요한데, 재 이 실험에서는 3.3에서 

제시한 세 종류의 Fitenss fuction  3.3.1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다 더 좋은 결과를 해 3.3.3을 사용해, 더 높

은 정확도를 갖는 rule을 생성할 수 있게 연구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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