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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비침윤성 방 암 환자의 재발 측을 해 마이크로어 이 데이터에서 최 의 속성 

부분 집합을 찾고 이를 비교 평가한다. 정보 이득(information gain)을 통해 구한 상  40개, 80개, 100
개의 속성 집합과 FCBF(fast correlation based filter) 알고리즘을 용하여 구한 최 의 속성 부분집합을 

SVM 분류 모델에 용하여 정확도를 비교 평가한 결과 정보 이득을 용한 상  100개 속성 부분집

합의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FCBF 알고리즘을 용한 속성 집합은 비교  은 속성을 

사용하면서 이와 비슷한 분류 정확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방 암은 국내에서 7번째로 높은 암 발병률을 보이며  

특히 남자의 경우 여성에 비해 4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난

다. 방 암의 75%는 비침윤성으로 50-70%는 3년 이내로 

재발이 발생하며, 이 에서 10% 정도는 침윤성 방 암으

로 발 한다[1]. 이러한 비침윤성 방 암은 높은 재발률을 

보이고 있어, 이를 낮추기 해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다.

   최근 암의 재발 측을 해 마이크로어 이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마이크로어 이 데이

터는 샘 과 비교하여 비교  많은 속성이 존재하는 특징

이 있다[2]. 이러한 속성 에서 복되고 의미 없는, 즉 

상 으로 불필요한 속성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제거함

으로써 향후 분류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이를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어 이 데이터를 이용한 비침

윤성 방 암 환자의 재발 측 모델을 제시한다. 제시하는 

모델은 속성 선택 알고리즘을 용하여 재발 측과 련

된 최 의 속성 부분집합을 구하고, 이를 분류 모델에 

용하여 정확도를 평가한다. 속성선택 알고리즘은 정보 이

득(information gain), FCBF(fast correlation based filter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해당 속성 부분집합을 SVM 

(support vector machine) 분류 모델에 용하여 정확도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비침윤성 방 암 환자의 재발 측을 

한 최 의 모델을 찾는다.

2. 련연구

   마이크로어 이 데이터는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이상의 

속성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클래스(class)와 크게 

연 된 속성은 많지 않다. 따라서 클래스와 련된 의미 

있는 속성을 찾는 속성 선택(feature selection) 기법이 

요하다. 속성 선택은 클래스와 련이 없거나 복된 속성

을 제거하는 데이터 처리 과정  하나이다. 속성 선택 

기법을 통하여 측 정확도를 증가시키고, 고차원 데이터

의 문제 인 차원의 주를 피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발과 련된 속성을 추출하기 하여 

정보 이득과 FCBF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정보 이득은 

엔트로피 기반의 속성 상 성 척도로 아래 식(1), (2)와 

(3)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1)

  
∈∈

          (2)

               (3)

  

FCBF는 속성간의 계가 거나 복되는 속성을 제거함

으로써 유용한 속성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이다. FCBF는 

크게 두 단계로 수행되는데, 우선 각 속성에 하여 

SU(symmetrical uncertainty) 값을 구하고, 이를 통해 임

계값 를 만족하는 련 있는 속성을 추출한다. SU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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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식은 아래 식 (4)와 같다. 

  ×





  


   (4)

다음으로, 추출된 속성에서 두 속성이 복된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우선순 가 낮은 속성을 제거하여 복된 속성을 

제거함으로써 최 의 속성 집합을 구한다. 

3.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공개된 방 암 환자의 데이터

로서 이 데이터에서 비침윤성 방 암 환자 103명과 해당 

환자의 43,148개 유 자 샘 을 실험에 사용한다[4]. 방

암 환자의 재발 측을 한 최 의 속성 부분집합을 구

하기 해 정보 이득과 FCBF방법을 사용하여 비교하

다. 정보 이득과 FCBF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속성 부

분집합은 SVM 분류기를 통하여 방 암 재발 분류 정확

도를 측정하 다.

   체 속성 집합에 하여 정보 이득 값을 계산하여 순

(rank)를 구하고 속성 40개, 80개, 100개로 구성된 속성 

부분집합을 구하 다. FCBF 속성 선택 알고리즘을 용

한 결과 최 의 속성 부분집합으로 40개의 속성을 포함하

는 속성 부분집합이 선택되었다. 총 4개의 속성 부분 집합

을 SVM 분류기에 용하여 분류 정확도를 평가하 으며 

그림 1은 각 속성 집합을 용하 을 때 분류 모델의 평

균 정확도를 보여 다.

   실험 결과 정보 이득 값을 계산한 상  100개의 속성 

집합을 용하 을 때 상  40개의 속성 집합을 용할 

때보다 더 높은 평균 정확도를 보여 다. FCBF 알고리즘

을 용한 속성 집합을 통해 분류할 경우 83.49%의 두 번

째로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 다. IG_100 속성 집합을 사

용한 모델 보다는 낮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이는 체 속

성 에서 비교  은 40개의 속성 집합을 사용하면서 

좋은 성능을 보여 다.

(그림 1) 각 분류 모델의 평균 정확도 

   표 1은 각 속성 부분 집합을 SVM 분류기에 용하

을 때 TP-rate(true-positive rate), FP-rate(false positive 

rate), Precision을 나타낸다. TP-rate, precision 값을 클수

록, FP-rate 값이 작을수록 높은 정확도를 갖는 분류 모

델이라 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정보 이득 값을 통해 구한 

상  100개의 속성 집합을 사용하 을 경우의 SVM 분류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각 속성 집합을 용하 을 때의 분류정확도

속성집합 TP-rate FP-rate Precision Class

IG_40
0.576 0.129 0.679 Re

0.871 0.424 0.813 No

IG_80
0.606 0.100 0.741 Re

0.900 0.394 0.829 No

IG_100
0.758 0.071 0.833 Re

0.929 0.242 0.890 No

FCBF
0.667 0.086 0.786 Re

0.914 0.333 0.833 No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침윤성 방 암 환자의 재발 측을 

한 유 자 속성 선택 기법을 비교 분석 하 다. 속성 선

택 기법으로 정보 이득과 FCBF 알고리즘을 사용하 으

며, 이를 통해 생성된 속성 부분 집합을 SVM 분류 모델

에 용하여 분류 정확도를 평가하 다. 실험 결과 FCBF 

속성 선택 알고리즘이 비교  은 속성을 사용하면서 높

은 측 정확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마이크로어 이 데이터에 보다 합한 속성 선택 

기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은 수의 샘

과 유 자 정보를 이용하여 방 암 환자의 재발 측을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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