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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variance matrix is important in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and a sample covariance matrix is used

as an estimator of the covariance matrix. High dimensional data has a larger dimension than the sample size;

therefore, the sample covariance matrix may not be suitable since it is known to perform poorly and even

not invertible. A number of covariance matrix estimators have been recently proposed with three different

approaches of shrinkage, thresholding, and modified Cholesky decomposition. We compare the performance

of these newly proposed estimators in various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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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 기술과 질량분석(mass spectrometry) 기술의 발달로 수백에서 수만에 이

르는 유전자들과 단백질들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게 되면서 변수의 수가 표본의 수보다 큰 고차원 데

이터를 분석하는 많은 통계적 방법들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통계적 방법들은 기본적으

로 기존의 전통적인 다변량 방법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보통의 다변량 통계분석 방법에서 공분산행

렬(covariance matrix)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성분 분석, 인자분석, 군집분석, 판별분석

등에서 표본공분산행렬은 참공분산행렬의 추정량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역행렬과
관련된문제들 (Ledoit과 Wolf, 2004), 고유값구조등의문제 (Schäfer와 Strimmer, 2005)로표본공분

산행렬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SAM (Tusher 등, 2001)과 PAM (Tibshirani 등, 2002) 등과

같은방법들에서변수들사이의독립을가정한분류분석방법이제안되어현재까지많이쓰이고있지만,

독립성가정이성립하지않는경우정보의손실등으로인해분류오차가늘어날소지가있다.

고차원 데이터에서 표본공분산행렬을 대체할 수 있는 추정량들의 연구는 Ledoit와 Wolf (2004)에 의해

서 표본공분산행렬과 단위행렬과의 볼록 선형결합(convex linear combination)인 축소추정(shrinkage

estimation)이 연구되었고, Schäfer와 Strimmer (2005)는 단위행렬 이외의 다른 구조를 가지는 표

적행렬과의 볼록 선형결합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였다. 또한 Rothman 등 (2009)은 일반화 경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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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generalized thresholding) 방법을 제안하였고, Cai와 Liu (2011)는 이를 확장한 적응적 경계추

정(adaptive thresholding) 방법을 연구하였다. 한편, 수정된 콜레스키 분해법을 응용한 추정방법들도

연구되었다 (Huang 등, 2006; Levina 등, 2008; Rothman 등, 2010). 이러한 추정량들에 대한 이론

적연구로 Bickel과 Levina (2008a, 2008b)는 경계추정(thresholding estimation)과밴딩추정(banding

estimation)에 대해 그 점근적 성질들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Cai 등 (2010)은 미니맥스 관점에서 최적
수렴율(rate of convergence)에대하여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석방법들의 가정들을 고려한 여러 상황하에서 추정량들의 성능 비
교를 고려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고차원 데이터에서 공분산행렬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추정량들을 소개하고, 3절에서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한 모의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4절에서는 실제 자료에 적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하여기술하였다.

2. 공분산행렬 추정 방법

표본 크기 n을 가지는 데이터 Xi = (Xi1, . . . , Xip), i = 1, . . . , n에서, Xij를 i번째 개체의 j번째 변수

의유전자발현량(gene expression) 또는단백질강도(protein intensity)라고할때, Σ = (σij)p×p를참

공분산행렬, S = (sij)p×p를 표본 공분산행렬이라고 하자. 여기에서 p는 변수의 수이며 n ≪ p를 가정

한다.

2.1. Schäfer와 Strimmer 추정량(Schäfer and Strimmer Estimator; SSE)

Schäfer와 Strimmer (2005)는 표본공분산행렬과 특정 구조를 갖는 표적행렬 T와의 볼록 선형결합인

축소추정량 Σshrinkage을추정하는방법을제안하였다.

Σshrinkage = (1− α)S + αT, α ∈ [0, 1].

여기서 α는축소강도(shrinkage intensity)로, α = 1인경우에는축소추정량은표적행렬 T와같아지고,

α = 0인 경우에는 표본공분산행렬 S와 같아진다. Ledoit와 Wolf (2004)는 평균제곱오차 관점에서 단
위행렬을 표적행렬로 한 경우 최적 축소강도 α̂를 해석적으로 구하였고, Schäfer와 Strimmer (2005)는

이를확장하여특정한구조를갖는표적행렬에대하여최적축소강도를계산하였다.

α̂ =



∑
i ̸=j

v̂ar(sij) +
∑
i

v̂ar(sii)∑
i̸=j

s2ij +
∑
i

(sii − 1)2
, if T = I,

∑
i ̸=j

v̂ar(sij) +
∑
i

v̂ar(sii)∑
i̸=j

s2ij +
∑
i

(sii − ν)2
, if T = D1,

∑
i ̸=j

v̂ar(sij)∑
i̸=j

s2ij
, if T = D2,

여기서 D1 =
{

ν=avg(sii), if i=j,
0, if i ̸=j

이고, D2 =
{

sii, if i=j,
0, if i̸=j

이다. 즉, D1은 표본 분산들의 평균을 원소로
가지는대각행렬이되고, D2는표본공분산행렬의비대각원소를제거한대각행렬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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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Fisher와 Sun 추정량(Fisher and Sun Estimator; FSE)

Fisher와 Sun (2011)은 데이터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 선형대수와 기대값 등을 이
용하여최적축소강도 α̂를유도한다. 앞의 Schäfer와 Strimmer (2005) 추정량과의차이점은, Fisher와

Sun (2011)은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 최적 축소강도를 추정해 내는 것이라면,

Schäfer와 Strimmer (2005)는분포에대한특별한가정없이해석적으로계산한다는것이다.

α̂ =



1

n
â2 +

p

n
â21

n+ 1

n
â2 +

p

n
â21 − 2â1 + 1

, if T = I,

1

n
â2 +

p

n
â21

n+ 1

n
â2 +

p− n

n
â21

, if T = D1,

1

n

(
â2 + pâ21

)
− 2

n
â∗2

n+ 1

n
â2 +

p

n
â21 −

n+ 2

n
â∗2

, if T = D2,

여기서 â1 = trS/p, â2 = n2/{(n− 1)(n+ 2)p}[trS2 − (1/n)(trS)2]이고, â∗2 = n/{(n+ 2)p}tr(D2
2)이

다.

2.3. 일반화 경계 추정량(Generalized Thresholding Estimator; GTE)

경계 추정량(thresholding estimator)은 표본공분산행렬의 원소들에 경계함수(thresholding func-

tion)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만약 표본공분산행렬의 원소가 미리 정해진 경계함수의 파라미터(para-

meter)보다작게되면경계추정량에서해당하는원소는 0이될것이다.

일반화 경계 추정량(Generalized Thresholding Estimator; GTE)을 구하는 절차는 hard, soft, adap-

tive lasso, SCAD 등의 경계함수를 표본 공분산행렬의 전체 원소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Bickel와 Lev-

ina (2008a)은 hard 경계함수의경우에추정량의점근적성질을보였고, Rothman 등 (2009)이다른경

계함수에대해적용한추정량을제안하였으며그이론적성질등을연구하였다.

2.4. 적응적 경계 추정량(Adaptive Thresholding Estimator; ATE)

적응적 경계 추정량(Adaptive Thresholding Estimator; ATE)은 표본 공분산행렬의 각 원소마다 다른

파라미터의 경계함수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일반화 경계 추정량이 하나의 경계함수를 표본공분산행렬

의 모든 원소에 적용하는 방법이라면 적응적 경계 추정량은 원소마다 다른 경계함수를 적용시키는 방법

이다.

Σadap = (s∗ij)p×p,

여기서 s∗ij = tλij (sij)이고, tλ(z)는파라미터 λ를가지는 hard, soft, adaptive lasso, SCAD 등의경계

함수이다. Cai와 Liu (2011)는데이터로부터원소별 λij를구하는방법을제안하였다:

λij := λij(δ) = δ

√
θ̂ij log

p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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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θ̂ij = 1/n
∑n

k=1[(Xki − X̄i)(Xkj − X̄j) − sij ]
2이고, X̄i = 1/n

∑n
k=1Xki는 i번째 변수의 평

균이다. 따라서 cov(Xi, Xj)에 대응하는 표본으로부터 구한 추정치가 크게 되면 경계함수의 파라미터
λij는커지게되고, 결과적으로얻어진추정치는 0에가까워질것이다.

2.5. 수정 콜레스키 분해에 기초한 추정량(Modified Cholesky Decomposition Estimator;

MCDE)

수정 콜레스키 분해에 기초한 추정량(Modified Cholesky Decomposition Estimator; MCDE)은 수정

콜레스키 분해인 Σ = LDL′을 이용하여, L을 회귀 계수로, D를 분산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x =

(x1, . . . , xp)
′를평균 0벡터,분산 Σ를갖는확률벡터라고하고, 1 ≤ i ≤ p에대하여 x̂i를 x1, . . . , xi−1에

대한회귀예측량, ϵi = xi − x̂i는분산 σ2
i = var(ϵi)를가지는예측오차라고하면, 1 ≤ i ≤ p에대하여

xi =
∑i−1

j=1 ϕijxj + ϵi로표현할수있다. 그리고 ϵ = (ϵ1, . . . , ϵp)
′를오차벡터라고하면위의식을동시

에 ϵ = Tx로나타낼수있다. 여기서 T는 1을대각원소로, −ϕij를하비대각원소(lower off-diagonal)로

하는 하삼각행렬이다. 또한 가정에서 cov(ϵ) = diag(σ2
1 , . . . , σ

2
p) = D이기 때문에 TΣT ′ = D가 성립한

다.

이를 이용하면, 데이터 x에 대한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 하에서 로그 가능도함수를 D와 T를 이용하여

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2l(Σ;x) = log |Σ|+ x′Σ−1x = log |D|+ x′T ′Σ−1Tx =

p∑
i=1

log σ2
i +

p∑
i=1

ϵ2i
σ2
i

.

따라서 n개의관측치들로부터로그가능도함수는

−2l (Σ;x1, . . . ,xn) =

p∑
i=1

(
n log σ2

i +

n∑
j=1

ϵ2ji
σ2
i

)

이 된다. 여기서 ϵj1 = xj1이고, i = 2, . . . , p에 대하여, ϵij = xji −
∑i−1

l=1 ϕilxjl이다. 고차원 데이

터에는 보통의 최소제곱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Huang 등 (2006)은 벌점가능도(penalized likeli-

hood)를적용하였다. 주어진 λ > 0에대하여, 벌점가능도는

−2l(Σ;x1, . . . ,xn) + λp(ϕij)

와 같다. Huang 등 (2006)은 ridge와 lasso 벌점을 고려한 벌점 가능도를 고려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둘
을모두사용하였다.

3. 모의실험

고차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희박성(sparsity)에 기초하여 sparse 주성분 분석 (Zou 등, 2006;

Shen과 Huang, 2008), sparse 판별분석 (Clemmensen 등, 2011; Mai 등, 2012), sparse 편최소제곱

회귀 (Chun과 Keles, 2010a, 2010b) 등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고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Cai와 Liu

(2011)의 모형 2와 같은 희박성을 갖는 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모의실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마이크로어레이나 질량분석 데이터를 분석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서로 다른 집단을 구별하는 것
이다. 따라서 전체 표본을 서로 다른 모집단이 혼합된 혼합 모형(Mixture model)으로 간주하여 상황

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혼합모형 또한 고차원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형화 방법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Ghosh와 Chinnaiyan, 2002; McLachlan 등, 2002; Bouveyron 등, 2007; McNichola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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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Average Frobenius norm losses by the degree of sparsity.

Murphy, 2010). 마지막으로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다변량 감마분포에서 생
성된표본으로모의실험을진행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여러 상황들 하에서 앞서 소개한 5가지 추정방법들의 성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비

교의 측도로는 추정량과 참공분산행렬과의 프로베니우스 거리(Frobenius norm)를 이용하였고 표본 크

기 100을 가정하여 각 상황에서 100번의 반복실험을 수행하였다. 소개된 방법들 중에서 축소추정량에

대하여 위의 세 가지 표적행렬들을 모두 고려하였고, 경계추정량에 대하여 hard, soft, adaptive lasso,

SCAD 등의 경계함수를 모두 고려하였으며 수정 콜레스키 방법에서는 ridge와 lasso를 고려하였다. 각

각의방법들에대하여가장좋은성능을보여주는하위방법만을골라아래결과에표시하였다.

3.1. 희박성의 정도에 따른 모의실험

변수의 개수가 p인 경우 전체 비대각원소의 개수는 p(p − 1)/2가 되고 q를 0인 비대각원소의 개수라고

한다면 2q/p(p − 1)로 정의된 희박한 정도를 구할 수 있다. 양정치행렬이면서 특별한 패턴 없이 0인 비

대각원소를 가지는 참공분산행렬을 만들기 위하여 Σ = LDL′인 콜레스키 분해를 이용하였다. L은 대

각원소가 1인단위하삼각행렬로, 이행렬의비대각원소들중일정비율을 0으로만들게되면참공분산

행렬에 원하는 만큼의 희박성을 얻을 수 있다. 본 모의실험에서 표본의 크기는 100, 변수의 수는 200을

고려하였으며다변량정규분포에서데이터를생성하였다.

희박성을 0.01에서 0.98까지 약 0.05씩 증가시켜 전체 20개의 구간에서 추정량과 참공분산행렬과 평
균거리를 계산하여 Figure 3.1의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SCAD 경계함수를 갖는 적응적 경계 추정

량(ATE)과 표본 공분산으로 이루어진 표적행렬을 갖는 축소추정량(Fisher와 Sun 방법; FSE), lasso

벌점이 고려된 콜레스키 방법(MCDE)가 각 추정량들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우선 데이

터가 정규분포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정규성을 가정하는 Fisher와 Sun 추정량(FSE)과 콜레스키 방

법(MCDE)의 성능이 희박성의 정도와 관계없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경계추정량에 대하여 살펴보면,

희박성의 정도가 0.4 미만이 되면 표본공분산행렬보다 성능이 뒤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희박성

의 정도가 0.8 이상인 경우에는 미세하지만 다른 추정량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경계 추정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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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Average Frobenius norm losses by mixture model. (Id: Identity target, D1: Diagonal type 1(same

diagonal elements) target, D2: Diagonal type 2(different diagonal elements) target; H: Hard Thresholding, S: Soft

thresholding, SC: SCAD thresholding, AL: Adaptive lasso thresholding; R: Ridge penalty, L: Lasso penalty)

True structure ppp SSE FSE GTE ATE MCDE SamCov

40% sparsity

30 4.068Id 4.060Id 3.983S 3.924S3.924S3.924S 4.037L 4.763

100 15.053D1 15.030D115.030D115.030D1 18.773SC 17.000SC 15.589L 19.88

200 32.682D2 32.636D232.636D232.636D2 43.002SC 37.226SC 36.636L 47.769

70% sparsity

30 3.585Id 3.573Id 3.212S 3.205S3.205S3.205S 3.257L 4.683

100 11.237D2 11.193D2 10.995S 10.626SC 10.411L10.411L10.411L 17.602

200 22.022D2 21.928D2 22.544SC 21.298SC 21.198L21.198L21.198L 39.484

Identity

30 1.435Id 1.376Id 1.135AL 0.913AL0.913AL0.913AL 1.312R 4.205

100 4.731Id 4.541Id 2.087Id 1.723AL1.723AL1.723AL 2.349R 13.815

200 9.283Id 8.915Id 2.989Id 2.521AL2.521AL2.521AL 2.948R 27.469

경우, 희박한 행렬들을 고려한 집합에서 최적 수렴율(optimal rate of convergence)을 달성한다고 한다

(Cai와 Liu, 2011). 이를 고려할 때 희박하지 않은 행렬들에서 경계 추정량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Figure 3.1에서 한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희박성이 낮은 경우 추정량들의 편차가 커

진다는 점이다. 이와 반대로 희박한 구조를 가질수록 추정된 행렬들도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수있다.

3.2. 혼합모형에서의 모의실험

앞서기술하였듯이실제연구대상이되는자료들은서로다른모집단들에서얻어진자료들의혼합인경
우가많기때문에, 혼합모형(mixture model)을고려하여모의실험을진행하였다. 참고문헌들에서도실

제 데이터의 경우 여러 클래스를 가지는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를 고려하였다. 실제 데이터의 경우 드

문상황들을제외하고예산등의문제로많은수의표본을확보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클래스

별로다른공분산행렬을가지는경우에, 클래스별로따로공분산행렬을추정하는문제는많은수의변수

에 비해 소표본인 경우 추정량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

서 얼마 되지 않는 표본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인 같은 공분산 행렬을 가지는 경우를 고려하였

다. 이때평균벡터는 −0.5, 0, 0.5에서임의추출하여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세형태의공분산행렬을고려하였는데, 앞절에서와같이희박성의정도에따른모의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행렬, 70%와 40%의 희박성을 가지는 행렬을 고려하였고 33개의 표본의 크기를

갖는세그룹을고려하였다. 또한변수의수가작은경우에도의미가있을것이라판단되어변수의수는

30, 100, 200의경우에대하여모의실험을진행하였다. Table 3.1에모의실험결과가요약되어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표본공분산행렬과 비교하였을 때 대체로 좋은 성능들을 보여준다. 모의실험에 사용된

세 그룹 모두 동일한 공분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변수의 수가 200 이 될 때 추정

량과 참공분산행렬과의 차이는 표본공분산행렬과의 차이에 비해 70%의 희박성을 갖는 경우는 약 50%,

단위행렬에서는 90% 정도줄어든다.

변수의 수가 표본의 크기보다 작은 경우, adaptive lasso 경계함수를 사용한 적응적 경계 추정량(ATE)

이전체적으로가장좋은성능을보여주었다. 하지만변수의수가증가하면, 참공분산행렬의구조에따
라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추정량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40% 희박성을 보이는 참

공분산행렬에서는 Fisher와 Sun 추정량(FSE)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70% 희박성을 보이는 경우

에는 lasso 벌점의 콜레스키 방법(MCDE)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위행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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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Average Frobenius norm losses by multivariate gamma model. (Id: Identity target, D1: Diagonal

type 1(same diagonal elements) target, D2: Diagonal type 2 (different diagonal elements) target; SC: SCAD

thresholding, AL: Adaptive lasso thresholding; R: Ridge penalty, L: Lasso penalty)

True structure dist’n SSE FSE GTE ATE MCDE SamCov

Block
MVN 70.063D1 70.090D1 68.8848SC68.8848SC68.8848SC 70.663SC 205.732L 71.227

MVG 85.033Id85.033Id85.033Id 88.717Id 87.9341SC 88.744AL 6802.218R 89.109

Identity
MVN 3.943D2 3.939D23.939D23.939D2 5.21443SC 4.087AL 3.956R 18.361

MVG 3.967D2 3.966D23.966D23.966D2 5.34115SC 4.121AL 3630.541R 18.382

경우, 경계추정량들이대체로좋은성능을보여주었다.

3.3. 다변량 감마 분포에서의 모의실험

앞서 두 상황들에서 생성된 모의실험 자료는 정규성에 기초하여 생성되었다. 또한 다른 연구들의 모
의실험 대부분은 다변량 정규분포에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다른 다변량 분포를 가정한 모의실험을

통해 소개된 추정량들의 로버스트성(robustness)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감마분포를 고려하였는데, 다변량 감마 분포를 생성하기 위하여 Palmiesta와 Provasi(unpublished

manuscript)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서로 독립이고 모수가 각각 θi > 0, λi > 0인 일변량 감마 확률변

수 V0, V1, . . . , Vp를이용하여, 다음과같이정의하였다.

Yi =
λi

λ0
V0 + Vi, i = 1, . . . , p.

그러면 Yi(i = 1, . . . , p)는 모수가 θ0 + θi, λi인 감마확률변수가 되고, 확률벡터 Y = (Y1, . . . , Yp)
′의

공분산행렬의성분은다음과같다.

Var(Yi) = (θ0 + θi)λ
2
i ,

Cov(Yi, Yj) = θ0λiλj , i ̸= j.

이 경우에 참공분산행렬이 분포의 모수로 들어가지 않고, 모든 원소들이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참

공분산행렬에 특정한 구조를 부여하기 위하여 θ와 λ를 적절히 조절하였다. 위의 식에서 볼 수 있듯이

다변량 감마분포에서 참공분산행렬의 모든 원소는 양수이기 때문에 비대각 원소를 0에 아주 가깝게 만

들어 대각행렬(Identity)에 가까운 참공분산행렬과, 서로 다른 구조를 갖는 행렬들을 블록으로 갖는 블
록행렬(Block)을 고려하여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비교를 위하여 같은 참 공분산 행렬을 가
지는 다변량 정규분포에서 생성된 데이터들로 모의실험을 함께 진행하였다(변수의 개수 200). 우선 가

장 크게 눈에 띄는 사항은 콜레스키 방법(MCDE)의 경우 정규분포 가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
다. Table 3.2의 콜레스키 방법(MCDE)의 수치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벌점함수의 파
라미터를 교차타당성(cross validation) 분석으로 정해야 하는데, 정규분포에서 멀어지는 경우 최적의
파라미터를 잘 찾아주지 못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프로베니우스 거리가 비정상적으로 보이기 때

문이다. 또한 참 공분산행렬로 대각행렬을 설정하더라도 정규분포가 아니면 추정치와 참 공분산행렬
의 차이가 심하게 커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콜레스키 방

법(MCDE)이 콜레스키 분해에 기초하게 되는데, T와 D행렬의 많은 원소들을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규성가정에서약간만벗어난다고해도추정된원소들은많이달라질수있으며따라서추정치를구하
는과정에서 T와 D의곱이들어가기때문에공분산행렬의추정치는참값에서멀어진다고생각된다.

하지만 같은 정규분포에서 유도된 Fisher와 Sun 추정량(FSE)의 경우, 대각행렬에서는 정규분포와 감
마분포 상관없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콜레스키 방법(MCDE)에 비해서 Fisher와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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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a) Heatmap of estimated covariance matrix by SCAD thresholding(left). (b) Dendrogram of selected

metabolites(right).

추정량(FSE)이 분포가정에 덜 영향받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블록구조의 경우 두 분포 모두 표본
공분산행렬에비해개선된성능을보이지는않는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4. 사례연구

마이크로어레이 혹은 질량분석을 통한 실제 고차원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은 변수선택과 판별분석 등

으로 많은 생물학적 표지자 후보군(biomarker candidate)을 찾고 그 중에서 생물학, 임상학적으로 실제

적 유용성이 있는 최종 표지자(marker)를 추가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전체

변수들 또는 선택된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은 한가지 아쉬움으로 남았다. 고차

원데이터가가지는근본적인복잡성에의하여변수들사이의관계를파악하는것이쉬운문제는아니지
만, 본 논문에서 살펴본 추정 방법을 통해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해답을 부분적으로라도 제공해 줄
수있을것이다.

Choe 등 (2011)은 국내에서 발견되고 형태학적으로 분류가 힘든 양귀비 세 종(P. somniferum, Pa-

paver rhoeas, P. setigerum)에 대하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기(GC-MS)를 이용하여 대사체

프로파일링을 이용하여 45개의 대사체를 식별(identification)한 원자료를 얻었다. 이 데이터에 Kim 등

(2011)에서 사용한 판별분석과 변수선택 방법을 이용하여 3개의 종들을 가장 잘 분류하는 17개의 생물

학적 표지자 후보군을 선택하였고, 선택된 17개의 대사체를 이용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앞서 살펴본 공분산 행렬 추정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데이터의 표본의 크기는 30으로 엄밀한 의미에

서 고차원 데이터는 아니다. 하지만 대사체들을 일일이 식별하는 과정은 실험실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

는과정으로본데이터를제외하고대사체들이식별된경우가없기때문에부득이하게본데이터에앞의

추정방법들을적용하여보았다.

질량분석기에 시료를 이온화시켜 분석하게 되면 시료에 들어있는 대사체들의 질량이 기록된다. 대체로

질량 순서대로 대사체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비슷한 질량을 나타내는 인접한 대사체들 사이에 특정한 관
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비슷한 질량을 가진 대사체라고 하더라도 화학적으로 구성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각원소에서 멀어질수록 값이 작아지는 등의 특수한 구조를 가지는 공분산행렬
을 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정한 패턴이 없는 희박한 행렬로 가정하고, 선택된 변수가 17개이므로

136개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여 0.05/136 = 0.0004의 유의수준으로 86개의 경우에 대하여 공분산행렬의

비대각원소를 0으로 결정하였다(0.632의 희박성). 또한 다변량 정규성 검정을 위한 샤피로-윌크 검정에

서 유의확률 0.001미만으로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콜레스키 방법(MCDE)을 제외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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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추정방법과축소추정방법을적용하였다.

Figure 4.1(a)는 SCAD 경계함수로 추정된 공분산행렬이다. 이를 이용하여 Figure 4.1(b)의 변수 군집
을 얻을 수 있었다. 2절에서 언급된 다른 추정방법들도 군집 내에서 대사체들의 위치에만 변화가 있을
뿐 군집으로 묶인 대사체들은 큰 차이가 없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17개의 변수들에 대하여 크게 3개

의 군집으로 나누어볼 수 있었고, 이중에서 좌측 군집은 P. somniferum과 다른 종을 구별할 수 있는 대
사체 집단, 중앙의 군집은 Papaver rhoeas을, 우측의 군집은 P. setigerum을 구별할 수 있는 대사체 집
단이다. 선택된 생물학적 표지자 후보군을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나누어진 군집들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단일 표지자(single marker)가 아닌 표지자 집단(marker group)을 찾아낼 수

있을것으로기대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공분산행렬을 추정하는 문제에 있어 추정량들의 성능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희박성의 정도, 혼합모형, 다변량 감마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조건 하에서 생성된 자료

들을 통해 참공분산행렬에 평균적으로 더 가까운 추정량들을 비교하여 보았다. 본 논문에서 주로 고려

한 변수의 수가 더 큰 경우, 표본 공분산 행렬을 사용하는 것 보다 본 논문에서 고려한 추정량들을 사용

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참 공분산행렬에 더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표본의 수가 변수의

수보다더많은일반적인다변량데이터의경우에도참공분산행렬과의거리만을고려한다면본논문에

서고려한추정량들이표본공분산행렬보다평균적으로참공분산행렬에더가까웠다.

추정량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분포 가정과 희박성의 정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콜레스키 방법(MCDE)의 경우 서로 다른 분산을 가지는 대각행렬에 대하여 가장 좋은 성능을 보

여주었지만, 분포가정에 민감하였다. 또한 콜레스키 방법(MCDE)의 경우 벌점함수를 위한 파라미터를

결정해야 하는데, 정규분포에서는 교차타당성을 이용하여 얻은 최적의 파라미터가 참 공분산 행렬과의
거리를 최소화 시켜주는 경향이 있지만, 감마분포에서는 교차타당성을 이용하여 얻은 파라미터를 이용
한경우참공분산행렬과의거리를최소화시켜주지못한다는단점이있다.

다음으로무상관인변수들이많아지게되면경계추정방법이가장좋은성능을보여주지만, 변수들사이

에 이러한 가정을 할 수 없다면 좋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 분포에 무관하고 희박성의 정
도가크지않다면, 즉많은비대각원소들을 0이라고할수없는경우에는축소추정방법(SSE, FSE)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동일 공분산 행렬을 가지는 가우스 혼합모형의 경

우 공통 공분산행렬을 비교적 잘 추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변수의 수가 작은 경우 경계 추정량(GTE,

ATE)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희박성을 고려하였을 때 낮은 정도(40%)에서는 축소 추정량

이, 중간 정도(70%)에서는 콜레스키 방법(MCDE)이, 단위행렬의 경우 경계추정량이 좋은 성능을 보여

주었다.

변수의 수가 많아지는 경우 필요한 계산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계산 시간 또한 추정량의 성능과 함께 고

려되어야 한다. 계산시간만 고려하면 축소추정방법(SSE, FSE)이 추정량을 계산하는 데 걸리는 전체적

인 시간이 가장 짧다. 적응적 경계 추정과 콜레스키 방법(MCDE) 같은 경우 단계별로 교차 타당성을
통한 최적 파라미터를 구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많은 계산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하

지만 적응적 경계추정의 경우 파라미터를 계산한 후에는 축소추정방법과 거의 비슷한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콜레스키방법(MCDE)의경우변수의수만큼 ridge 혹은 lasso 분석을해야하기때문에많은시

간이소요된다. 변수의수가 1000 이상이되면다른추정방법을고려하는것이실용적이라고보여진다.

실제 마이크로어레이나 질량분석 단백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 변수들 사이의 생물학적인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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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것이 공분산행렬을 추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많은 변수들을 독립 혹은

무상관으로 간주할 수 있으면 경계추정량을 사용하는 편이 효율적이고 간주할 수 없다면 축소추정량을
사용하는것이좀더효과적이라고보여진다. 이러한정보는의학연구및생물학연구등에서고차원데
이터를분석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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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분산행렬은다변량통계분석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며전통적인다변량분석의경우표본공분산행렬이참

공분산 행렬의 추정량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변수의 수가 표본의 크기보다 훨씬 큰 고차원 데이터와 같은 경

우에는 표본 공분산 행렬은 비정칙행렬이 되어 기존의 다변량 기법을 사용하는 데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축소추정, 경계추정, 수정 콜레스키 분해 추정 등의 새로운 공분산 행렬의 추정량들

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추정량들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현실적인 상황들을 가정하여 모의실험

을통해참공분산행렬의추정량들의성능을비교하였다.

주요용어: 공분산행렬추정, 축소추정, 경계추정, 수정콜레스키분해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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