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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gle-cell RNA-sequencing (scRNA-seq) data consists of each cell’s RNA expression extracted from large

populations of cells. One main purpose of using scRNA-seq data is to identify inter-cellular heterogeneity.

However, scRNA-seq data pose statistical challenges when applying traditional clustering methods because

they have many missing values and high level of noise due to technical and sampling issues. In this paper,

motivated by analyzing scRNA-seq data, we propose a novel spectral-based clustering method by imposing

different weights on genes when computing a similarity between cells. Assigning weights on genes and

clustering cells are performed simultaneously in the proposed clustering framework. We solve the proposed

non-convex optimization using an iterative algorithm. Both real data application and simulation study

suggest that the proposed clustering method better identifies underlying clusters compared with existing

cluster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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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분야에서 단세포 단위의 유전자 정보를 필요로 하는 생물학적 문

제들의중요성이인식되면서, 최근단세포 RNA 시퀀싱(single-cell RNA-sequencing; 단세포 RNA) 데

이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bulk RNA-seq 데이터는 단세포

단위의 유전자의 정보를 얻기에는 제한되어 있기에, 단세포 단위의 복잡한 조직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

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Stegle 등, 2015).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단세포 단위의 유전자 정보 측정이

가능해지며 세포 사이의 이질성을 구분하는 분석이 가능해졌다 (Shapiro 등, 2013; Kalisky와 Quake,

2011). 예를 들어, 세포 간의 이질성 분석을 통해 측정이 어려웠던 세포 집단에 대한 확인과 세포 주기

에따라달라지는배아세포와같이유사한세포의변화특성을분석하는연구가가능해지며세포의특징
을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Haque 등, 2017). 하지만 단세포 데이터는 세포 추출 및 유전자 증폭

단계의 기술적 이유로 결측 빈도와 노이즈가 높다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데이터의 높은 차원을 고려

해야한다는점에서새로운분석법이요구된다 (Haque 등, 2017; Park와 Zha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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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세포 RNA 데이터를 군집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이 제안 되어 왔다. 특히 그래프 기반의 군집화 기
법의 사용이 도드라졌는데, 대표적으로 Seurat (Satija 등, 2015), SNN-Cliq (Xu와 Su, 2015), SIMLR

(Wang 등, 2017) 등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군집화 방법들은 세포 간의 이질성 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의 정보를 군집화 방법에 고려하지 않는다. 수많은 유전자 중에서 세포 군집의 특성
을 잘 표현 할수록 이질성 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이다. 본 논문에서는 단세포 RNA 데이터

분석에서의기존의군집화방법들의이런한계를보완하는새로운군집화기법을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새롭게 소개하는 군집화 기법은 스펙트럼 군집화(spectral clustering)를 기반으로 한다.

스펙트럼 군집화 (Ng 등, 2002)는 대표적인 그래프 기반 군집 분석 기법이다. 이 기법은 관측값 사이
의 유사도(similarity)를 기반으로 한 그래프 행렬과 고유값 분해(eigenvalue decomposition)를 이용하

며 일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인다 (von Luxburg, 2007). 이 논문에서는 스펙트럼 군집화의 성능에 유
사도 행렬(similarity matrix)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모티브로 하여, 유사도 행렬 구성 단계에서 유
전자마다의가중치를다르게부여하였고, 이를업데이트하는과정을군집화단계에동시에포함시켰다.

제안하는 군집화 기법은 단세포 RNA 데이터를 군집화 하는 동시에 유전자에 부여된 가중치 값의 비교
를통한중요유전자의확인이가능하다는점에서이전군집화방법들과는다른유의미한결과를도출해
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스펙트럼 군집화의 대표적인 과정에 대해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군집화 방법과 알고리즘에 대해 제 3장에서 소개한다. 제안하는 군집화 방법
의모수결정및알고리즘의수렴기준(stopping criteria)은제 4장의시뮬레이션결과와함께설명하였

다. 그 후, 실데이터 적용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군집화 방법의 성능과 중요 유전자 가중치의 결과를 분
석한다. 마지막으로제 5장에서는본논문에대한요약및향후연구과제에대하여논의한다.

2. 스펙트럼 군집화 기법

스펙트럼군집화기법 (Ng 등, 2002; von Luxburg, 2007)은크게 3가지단계로구성된다. 첫번째로유

사도 행렬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한 라플라시안 행렬(graph laplacian)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라플라시

안행렬의고유값분해를진행한후, 마지막으로분해결과에 K-평균(K-means)를적용함으로써군집화
를진행하는것이스펙트럼군집화의단계이다. 각단계별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 유사도 행렬을 정의하는 방법은 ϵ-이웃 그래프(ϵ-neighborhood graph), K-최근접 그래프(K-

nearest neighbor graph), 완전 연결 그래프(fully-connected graph) 등 다양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완전 연결 그래프에 대해 소개한다. 완전 연결 그래프는 모든 꼭짓점이 연결된 그래프로, 꼭짓점 사

이의 유사도를 이용해 유사도 행렬을 정의한다. 즉, n개의 세포의 유전자 데이터의 행 벡터를 각각

x1, x2, . . . , xn라하면, 유사도행렬의 (i, j)번째요소에는 xi와 xj의유사도(Sij)가기록된다. 유사도를

정의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가우시안 커널(Gaussian kernel)을 이용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von

Luxburg, 2007). 고정된 σ > 0에대해서

Sij = exp

(
−
∑p

l=1 (xil − xjl)
2

σ2

)
for i, j = 1, . . . , n. (2.1)

그 후, 유사도 행렬의 각 행의 합을 대각 요소로 갖는 정도 행렬(degree matrix)을 정의하며 각 값은 꼭

짓점의정도(degree)를나타낸다:

D = diag

(
n∑

j=1

S1j , . . . ,
n∑

j=1

Snj

)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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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의된 유사도 행렬(S)과 정도 행렬(D)을 이용해 라플라시안 행렬을 정의한다. 라플라시안 행

렬에는다음과같은종류가있다.

Unnormalized laplacian: G = D − S, (2.3)

Random walk normalized laplacian: Grw = I −D−1S, (2.4)

Symmetric normalized laplacian: Gsym = I −D− 1
2 SD− 1

2 . (2.5)

특히 이 중에서 대칭 정규화 라플라시안 행렬(symmetric normalized graph laplacian)인 Gsym을 사용

하는것이스펙트럼군집화기법에서선호된다 (von Luxburg, 2007).

두 번째 단계에서는 라플라시안 행렬(Gsym)에 고유값 분해를 적용한다. 목표 군집의 개수를 k라고 했

을 때, 분해 시 k개의 작은 고유값(eigenvalue)에 대응되는 고유벡터(eigenvector)를 열로 구성하여 새
로운행렬(L)을정의하는데, 이는다음의최적화문제를풀어도출할수있다.

L̂ = argmin
L∈Rn×k

tr
(
LLTGsym

)
subject to LTL = Ik. (2.6)

마지막으로 L̂을 이용하여 군집화를 진행한다. 이때, L̂의 각 행의 유클리드 노름(Euclidean norm)이

1이 되도록 L̂을 표준화 한 후, 행렬의 각 행을 새로운 데이터로 처리하여 K-평균을 적용하여 군집 라벨
을부여한다.

위와 같이 스펙트럼 군집화 기법의 성능은 유사도 행렬의 정의 및 라플라시안 행렬의 고유값 분해에 영
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단세포 RNA 데이터 분석을 위한 새로운 스펙트럼 군집
화방법을제시한다.

3. 가중변수 스펙트럼 군집화 기법

본장에서는세포간의이질성에영향을주는유전자의중요도정보를반영하는가중변수스펙트럼군집
화 방법(weighted variable spectral clustering; WVSC)을 제안한다. 유전자의 가중치의 정보를 업데

이트하여 중요한 유전자의 정보를 유사도 행렬에 적용하는 새로운 스펙트럼 군집화 방법과 그 알고리즘
을차례로소개한다.

3.1. 모델

본군집화방법의첫번째단계인유사도행렬을정의하기위해, 다음의커널함수를먼저소개한다.

Sij = exp

(
−
∑p

l=1 wl(xil − xjl)
2

σ2

)
for i, j = 1, . . . , n, (3.1)

D = diag

(
n∑

j=1

S1j , . . . ,

n∑
j=1

Snj

)
, (3.2)

여기서 p는 유전자의 개수이다. 식 (2.1)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유사도 행렬은 두 관측치의 일반 거
리를 이용한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하였지만,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각 변수 l에 가중치 wl ≥ 0를 부여한

후의 관측치의 거리를 사용하였다. 유사도 행렬 구성 시 변수들의 가중치가 반영됨으로써 유전자의 중
요도를세포간유사도에반영할수있다.

다음으로 Wang 등 (2017), Park과 Zhao (2018), 그리고 Park 등 (2020)에서 변수의 가중치를 조절하

는 방법을 참고하여, 고유값 분해 단계의 최적화 식 (2.6)에 엔트로피 벌점항(entropic penalty)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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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즉다음최적화문제를풀어군집화를진행할수있다.

min
L,w

tr
(
LLT

(
I −D− 1

2SD− 1
2

))
+ ρ

p∑
l=1

wl logwl, (3.3)

subject to LTL = IC ,

p∑
l=1

wl = 1 (wl ≥ 0 for l = 1, . . . , p).

위의 최적화 문제에서 엔트로피 벌점항의 벌점 크기는 ρ > 0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유사도에 포함된

변수 별 가중치에 엔트로피의 특성이 반영되어, 벌점을 크게 줄수록 가중치 wl이 비슷한 값을 갖게 되

고, 벌점을 약하게 줄 수록 가중치 wl이 다양한 값을 가지도록 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 ρ의 결정은 시

뮬레이션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 식에서 C는 군집의 목표 개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군집의 실제 개수
C가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다루었지만, 군집 개수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3.4절에 소개하는 방법을 이용

해 군집의 수를 추정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군집 결과와 동시에 세포 간의 이질성에 큰 영
향을 주는 유전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정보는 동시에 군집화 결과에 반영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제안하는 최적화 문제 (3.3)은 비 볼록 최적화(non-convex optimization)로서 간단한 방법으로는 해를

도출할수없다. 다음절에서식 (3.3)을풀기위한알고리즘및수렴기준에대해소개한다.

3.2.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시한 최적화 식 (3.3)은 L과 w에 대한 식이다. 식의 편의를 위해 tr(LLT (I − D−1/2

SD−1/2))을 f(L,w)라 정의하자.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w와 L을 반복적으로 업

데이트 하는 것이다. 먼저 w를 고정된 값이라고 가정했을 때 식 (3.3)은 다음과 같이 L에 대한 최적화

문제로표현된다.

L = argmin
L∈Rn×C

f(L,w) subject to LTL = IC , (3.4)

그리고 L를고정된값이라고가정했을때식 (3.3)은다음과같이 w에대한최적화문제로표현된다.

w = argmin
w∈Rp

f(L,w) + ρ

p∑
l=1

wl logwl subject to

p∑
l=1

wl = 1, wl ≥ 0. (3.5)

먼저 각 식에 대한 해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식 (3.4)는 라플라시안 행렬의 고유값 분해를 하는 기

존의 식과 동일하므로, 그 해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식 (3.5)를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f(L,w)/∂wl의

계산을 필요로 하며, 해당 값을 αl로 놓고 이에 대한 해를 먼저 도출한다. 여기서 αl은 트레이스(trace)

미분 성질과 연쇄법칙(chain rule)을 이용해 풀 수 있으며, 다음 알고리즘의 2-(c)에 제시된 식으로 도출

됨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αl를 이용해 wl의 해를 유도할 수 있다. 알고리즘 2-(c), (d)는 대한 증명

은부록에서확인가능하다.

아래에제안하는알고리즘은일반적으로비볼록최적화문제를풀기위하여가장많이사용하는방법인

반복적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반복적 알고리즘은 제안하는 최적화 문제의 극소값(local minimum)으

로 수렴한다. 자세한 내용은 Xu와 Yin (2017), Beck와 Tetruashvili (2013), 그리고 Saha와 Tewari

(2013)를 참조하면 된다. 본 군집화에 대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변수에 동일한 가중치의 초깃값을
부여하며시작한다.

1. wl의초깃값지정.

w
(1)
l ← 1

p
for l = 1, . . .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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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과정을수렴할때까지반복한다 (t = 1, 2, 3, . . .).

(a) w
(t)
l 를이용해 S(t)와 D(t) 업데이트:

S
(t)
ij ← exp

(
−
∑p

l=1 w
(t)
l (xil − xjl)

2

σ2

)
,

D(t) ← diag

(
n∑

j=1

S
(t)
1j , . . . ,

n∑
j=1

S
(t)
nj

)
.

(b) L(t) ← I − (D(t))−
1
2S(t)(D(t))−

1
2의 C개의 작은 고유값에 해당하는 고유벡터들로 이루어진 행

렬.

(c) α
(t)
l ← tr

L(t)
(
L(t)

)T 
(
S

(t)
ij

)2 (
D

(t)
ii +D

(t)
jj

)
(xil − xjl)

2

2σ2
(
D

(t)
ii D

(t)
jj

) 3
2


i,j=1,...,n

 for l = 1, . . . , p.

(d) w
(t+1)
l ←

exp
(
−α(t)

l /ρ
)

∑p
l=1 exp

(
−α(t)

l /ρ
) for l = 1, . . . , p.

3.3. 수렴 기준

t번째반복문에서의알고리즘의결과인 L(t) ∈ Rn×C과 w(t) ∈ Rp는각반복문에서새로운값으로업데

이트된다. 알고리즘의 반복문을 멈추기 위해서는 각 결과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해야한다. 따라서 L과

w에 대한 차이를 각각 ||L(t)L(t)T − L(t−1)L(t−1)T ||F와 ||w(t) − w(t−1)||F로 정의하고, 이 차이가 0에

가까워질때수렴한다고한다. 수렴기준을다음과같이차원에의존하는값으로설정하여정의한다.∣∣∣∣∣∣L(t)L(t)T − L(t−1)L(t−1)T
∣∣∣∣∣∣

F
≤
√
Cϵ1,∣∣∣∣∣∣w(t) − w(t−1)

∣∣∣∣∣∣
F
≤ √pϵ2.

알고리즘 실행에 사용한 수렴 기준값은 ϵ1 = 10−3, ϵ2 = 10−4이고, 만약 수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

도 20번째반복에서알고리즘을멈춘다.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시뮬레이션에서확인가능하다.

3.4. 군집 개수의 추정

군집의 개수를 미리 알지 못하는 경우, Park 등 (2020)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군집의 개수를 추
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원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한 데이터 Z와 원데이터 X의 군집화 결과 비교를 통
해군집의개수 C를추정한다. 군집화의비교로는 Kvalseth (1987)의 normalized mutual information

(NMI)를 사용하였다. 이때 Z = X + E이고, Eij ∼ N(0, var(X))로 정의한다. 두 데이터에 목표 군집
의수를각각적용하여비교한 NMI값중가장큰 NMI를가지는 C̃ 값을군집의개수 C로선택한다:

C̃ = argmin
k≥2

NMI(X(k), Z(k)),

여기서 X(k)와 Z(k)는 X와 Z에 군집의 개수를 k로 사용하여 군집화를 적용한 결과를 의미한다. 이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Park 등 (2020)를 참조하면 된다. 그 예시로 실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
중 Buettner 데이터에 적용해 보았다. 100번 반복한 결과를 오차막대(error bar)로 표현한 그래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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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Choosing the optimal number of cluster.

Figure 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차막대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군집의 수가 3개일 때 가장 큰 NMI

평균값을 갖고 가장 작은 표준편차를 갖는다. 실제로 Buettner 데이터는 총 3개의 주기에 있는 쥐의 배

아줄기세포로, 위에서소개한방법을통해군집의개수 3을잘추정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4. 시뮬레이션 및 실데이터 적용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인 WVSC의 모수 및 수렴 기준 결정을 소개하고, 다른 군집화 기법과
의 성능을 비교한다. 알고리즘의 성능은 군집화 결과 평가와 알고리즘 진행 속도면에서 비교하며, 중요

변수에 대한 선택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군집화의 평가 척도로는 Kvalseth (1987)의 NMI를 사용하며,

이 기준은 군집화의 결과가 실제 군집 라벨과 얼마나 비슷한지 나타내는 값이다. NMI는 0과 1 사이의

값을가지며, 1에가까울수록군집화의결과가실제라벨과비슷하다는것을의미한다.

4.1.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는 단세포 RNA 데이터의 특성을 모티브로 하는 가상 데이터를 만들어 진행하였

다. 먼저 제안된 방법의 모수에 따른 알고리즘의 수렴성과 군집 성능을 비교하고, 적절한 모수의 범위

를 지정하였다. 다음으로 이 모수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의 성능을 다른 군집기법과 비교
하고, 변수의 가중치가 얼마나 의미 있게 부여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에서의 모수값으로

σ = {1, 2, 3}과 ρ = {0.01, 0.1, 0.2, 0.5, 0.8, 1, 10}를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단세포 RNA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데이터를

n× p차원이라고 할 때, p > n인 고차원 데이터이어야 하며 결측값이 다수 존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시뮬레이션데이터는 Park와 Zhao (2018)의과정을따라다음네가지단계로구성하였다.

1. 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C개의 중심점을 정의한 후에, 중심점을 기준으로 노이즈를 부여한 데이터

를다음과같이구성한다.

Z̃
(k)
i = d×

(
cos

(
2kπ

C

)
, sin

(
2kπ

C

))T

+
(
Z

(1)
k,i , Z

(2)
k,i

)T
, for k = 1, . . . C, i = 1, . . . , nk,

where Z
(1)
k,i , Z

(2)
k,i

iid∼ N(µ, σ2
k).

k번째 중심점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Z̃k = (Z̃
(k)
1 , . . . , Z̃

(k)
nk )T ∈ Rnk×2이라 하고, n =

∑C
k=1 nk이라

하자. 이때 2차원상의전체데이터는 Z̃ = (Z̃1
T
, . . . , Z̃C

T
)T ∈ Rn×2로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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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ulation data 1 (γ = 0.15) (b) Simulation data 2 (γ = 0.1)

Figure 4.1. NMI results for each ρ and σ on simulation data. NMI = normalized mutual information.

2. 첫 번째 단계에서 정의한 2차원 데이터를 p차원으로 정사영한다. 정사영 행렬은 첫 번째부터 q번째

열 내에 있는 요소들이 Uniform(0, 1)을 따르는 랜덤한 값을 갖도록 정의하며, 나머지 열은 0을 가지

도록한다. 이과정을통해일부의변수만이군집화에유의미한정보를지니게되며, p차원의데이터

를 Y = Z̃P ∈ Rn×p로정의한다.

3. 가우시안 노이즈(Gaussian noise)를 ei,j ∼ N(0, σ2
e)라고 한다면, Y에 노이즈를 추가한 데이터를

Y ′
i,j = Yi,j + ei,j라고정의한다.

4. 마지막으로 데이터 Y ′
i,j이 exp(−γY ′

i,j)의 확률로 결측값인 0을 갖도록 정의하며, 결측값이 부여된

데이터를 X라고한다.

본논문에서는 n = 250, p = 500, q = 50, C = 5, d = 10, σe = 1를사용하였고, 결측확률에사용되는

값으로 γ = 0.15와 γ = 0.1를각각이용하여 Simulation 1과 2 데이터를각각고려하였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알고리즘의 수렴성과 군집화 결과를 통해 적절한 모수의 기준을 고려하였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비 볼록 최적화 알고리즘의 수렴 속도는 엔트로피 벌점을 조절하는 ρ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각 ρ에 따른 수렴성을 확인하고, 수렴 기준을 정하

였다. 수렴성을판단하는척도로는알고리즘의반복문에서의 L과 w의차이, 즉, 3.3절의알고리즘수렴

기준에 사용된 식을 이용하였다. WVSC는 ρ값이 알고리즘의 수렴성 여부와 속도에 영향을 준다. 특히

작은 ρ를 사용할수록 알고리즘이 수렴하지 않거나, 수렴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서는 ρ가 0.01, 0.1, 0.2인 경우, 알고리즘이 수렴하지 않으며, ρ가 0.5 이상인 경우부터 20번째 반복 안

에 모두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ρ의 값이 커질수록 안정적으로, 더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렴성 보장 및 빠른 수렴을 위해 큰 ρ를 선택하게 되면 군집
화에사용되는변수가중치의다양성이떨어져변수에대한중요도의차이가모호해질수있다. 따라서

가중치의 다양성과 수렴성을 모두 고려한 ρ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는 유사도 행렬의 이웃의 범위를 조

절하는모수 σ와함께군집성능비교를통해결정하였다. 수렴보장성이있는 ρ인 0.5, 0.8, 1, 10과 σ의

값 1, 2, 3을 이용하여 각 모수 조합 별 군집 성능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Figure 4.1에서 확인 가능하

다. 각 모수 조합에 대한 NMI값은 100번 반복한 결과의 평균값이다. 이 결과를 보면, ρ와 σ가 클수록

높은 NMI를보인다. 특히 σ가 2 또는 3인경우모든 ρ에대해안정적인 NMI값을보였지만, 결측비율

이 높은 Simulation 2의 경우 σ가 3일 때의 성능이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ρ는 위에

서 언급한 가중치의 다양성과 군집 결과를 모두 고려한 값을 선택해야 하므로 0.8을 선택한다. 이를 통

해 ρ로는수렴성보장및약한엔트로피벌점을주고, σ로는 3을선택하여유사도범위를조절한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은 첫 번째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선택된 모수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와
변수들에 부여된 가중치를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ure 4.2의 결과는 각 기법 별로 100번 반복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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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ulation data 1 (γ = 0.15) (b) Simulation data 2 (γ = 0.1)

Figure 4.2. NMI Comparison with other clustering methods (2.5GHz, 8GB RAM). NMI = normalized mutual

information.

(a) Simulation data 1 (γ = 0.15)

(b) Simulation data 2 (γ = 0.1)

Figure 4.3. Weights for each variables.

값과 그 오차 범위를 표시하였다. 비교하는 군집화 기법은 K-평균, 스펙트럼 군집화, SIMLR, 그리고
제안하는 WVSC이다. Figure 4.2 (a)와 (b)에서 볼 수 있듯이 WVSC의 NMI가 다른 군집화 기법보
다높은수준으로나타나며, 일반적인스펙트럼군집화보다훨씬높은성능을보인다. 알고리즘속도측

면에서는 SIMLR보다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알고리즘의 결과물인 변수 별 가중치는 Figure 4.3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 구성 시 처음 50번째 변수를 영향력 있는 변수로 설정하였다

(q = 50). Figure 4.3의주황색선은가중치의초깃값을나타내며, 검정색점선은가중치의상위 50번째

를 나타낸다. 두개의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가중치 결과에서는 상위 50개의 가중치가 모두 첫 번째에서

50번째변수인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이질성구분에영향력이적은변수들은초깃값보다낮은수준
의 가중치가 부여되며, 그 값 또한 비슷한 크기를 갖는다. 이 결과를 통해 군집화 정보에 유의미한 정보
를제공하는변수들에실제로가중치가더많이부여된것을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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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Real data description

Data n p p∗ C

Buettner (Buettner et al., 2015) 182 8989 588 3

Ginhoux (Schlitzer et al., 2015) 251 11834 312 3

Ting (Ting et al., 2014) 114 14405 659 5

Treutlein (Treutlein et al., 2014) 80 9352 90 5

Deng (Deng et al., 2014) 135 12548 869 7

Pollen (Pollen et al., 2014) 249 14805 702 11

p∗ is the number of screened variables.

Figure 4.4. Sensitivity analysis on real data.

4.2. 실데이터 적용

본 절에서는 6개의 실데이터를 이용해 군집화 방법들의 성능을 비교한다. 각 데이터는 reads per kilo

base per million mapped reads (RPKM), fragments per kilo base per million mapped reads (FPKM),

그리고 transcripts per kilobase million (TPM) 등의 정규화(normalize) 과정 후의 로그변환 (log(x +

1))를 한 연속형 데이터이다. 자세한 정규화 방식은 각각의 선행 연구에서 확인 가능하다. 각 데이터는

선행 연구에서 부여된 군집 라벨이 존재하기에 군집화 방법의 정확성을 측정할 수 있다. 군집화 적용을
위해 결측비율이 50% 이하이고, 상위 10% 변동을 가지는 변수(Treutlin은 상위 20% 변동을 가지는 변

수)를 선택한 후에 군집화 알고리즘에 적용였다. 각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able 4.1에서 확인

가능하다.

성능 비교에 앞서, 각 데이터 별로 모수의 민감도(sensitivity)를 분석하고 σ에 대한 결정 기준을 소개한

다. 먼저 민감도 분석에 사용한 모수는 σ = 1, 1.5, 2, 2.5, 3, 3.5, 4와 ρ = 0.5, 0.8, 1, 2, 5, 10이다. Figure

4.4를 보면 ρ는 군집의 정확도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지만, σ에 대해서는 군집의 정확도가 민감하게 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한 ρ는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0.8로 고정하

고, σ는아래에정의된 ratio of within-cluster sum of squares (RWCSS) 측도를사용하여WVSC를적

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민감도 분석에서 사용한 σ 중 가장 작은 RWCSS 값을 제공하는 군집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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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Visualization of clustering results on 2D.

를주는 σ 값을선택하였다.

RWCSS :=

∑C
k=1

∑nk
i=1

∥∥∥X(k)
i − X̄(k)

∥∥∥2∑n
i=1 ∥Xi − X̄∥2

. (4.1)

위 식에서 원 데이터를 Xn×p라 할 때, nk는 k번째 군집에 포함되는 세포의 수를 나타내고
∑C

k=1 nk =

n을 만족한다. 또한 Xi와 X̄는 i번째 샘플 데이터와 전체 샘플의 평균을 나타내고 각각 p차원 벡터이

다. 그리고, X
(k)
i 와 X̄(k)는 k번째 군집에 속해있는 i번째 샘플 데이터와 k번째 군집에 속해있는 샘

플의 평균을 의미하며 역시 p차원 벡터이다. 위에 정의된 RWCSS 값은 군집내에 있는 데이터의 제곱
합(within-cluster sum of squares)의 총합을 전체 데이터의 제곱합(total sum of squares) 값으로 나눠

준 값이고 항상 0과 1사이의 값을 갖으며 작은 결과값은 해당 군집화 결과가 같은 군집에 있는 데이터
의 동질성과 다른 군집에 있는 데이터들 간의 이질성을 잘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RWCSS를 이용

한 WVSC의 결과를 2차원 상에 나타낸 결과를 Figure 4.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제안한

WVSC의군집결과는군집에따라세포들의위치를잘분류해준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군집화 결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Figure 4.6(a)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군집화 방법들보다 평균적으
로 더 높은 NMI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Buettner, Ginhoux, Pollen, Ting, 그리고
Treutlein 데이터에서 SIMLR보다 높은 NMI를 가지며, Deng 데이터에서는 SIMLR보다 작은 NMI를

갖지만그차이가적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 Figure 4.6(b)에서볼수있듯이알고리즘속도측

면에서 제안한 WVSC이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Pollen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SIMLR보다 빠른

속도를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중치 분석을 통해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실데이터에서 중요한 유전자 일수록 군
집의 성격을 잘 반영한다. 즉, 같은 군집 안에 있는 세포끼리 유사한 값을, 다른 군집 안에 있는 세포
와 구별되는 값을 지닐수록 세포 간의 이질성에 영향력 있는 유전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용

해 중요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측도를 정의하였다. 여기서 j라는 임의의 유전자에 대해서 Xij를 i번

째 샘플의 j번째 유전자 값, X̄j = (1/n)
∑n

i=1 Xij를 j번째 유전자의 전체 샘플에서의 평균, X
(k)
ij 를

k번째 군집에서 1 ≤ i ≤ nk번째 샘플의 유전자 j값으로, X̄
(k)
j = (1/nk)

∑nk
i=1 X

(k)
ij 를 j번째 유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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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MI results (b) Computational time

Figure 4.6. Performance comparison with other clustering methods implemented on the computer (2.5GHz, 8GB

RAM). NMI = normalized mutual information.

k번째 군집내의 샘플에서의 평균이라고 정의하자. 군집 내 제곱합과 전체 제곱합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RWCSS for jth genes (RWCSS-j) 측정값을정의하여유전자 j의중요도를측정한다.

RWCSS-j :=

∑C
k=1

∑nk
i=1

(
X

(k)
ij − X̄

(k)
j

)2
∑n

i=1

(
Xij − X̄j

)2 . (4.2)

같은 군집 내에 있는 세포들이 유사한 유전자 신호를 가질수록 군집 내 제곱합은 작아지고, 군집 간 거
리가 멀어질수록 전체 제곱합이 군집 내 제곱합보다 큰 경향을 보인다. RWCSS-j는 항상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고, RWCSS-j가 작을수록 유전자 j가 군집화에 중요한 정보를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제 Ginhoux와 Treutlein데이터의 결과를 통해 높은 가중치가 중요한 유전자에 부여되었는지 확인한다.

먼저 두 데이터에 대한 RWCSS-j의 분포를 Figure 4.7에서 살펴보면, 낮은 RWCSS-j를 가지는 유전자

가 상당히 적고, 중간값(주황색 선)이 1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중간값은

Ginhoux 데이터에서는 0.96, Treutlein 데이터에서는 0.93이다. 이는 군집의 정보를 잘 표현하는 유전
자의 수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뜻한다. 상위 20개의 정규화된 가중치((wl − w̄)/(1/(p− 1)

∑p
l=1(wl −

w̄)2)1/2)의결과를나타낸 Table 4.2를확인해보면, 두데이터에서큰가중치가부여된대부분의유전자

가 중간값 이하의 RWCSS-j를 갖는 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Treutlein 데이터에서는 첫 번째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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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Histogram for ratio of within-cluster sum of squares for jth genes.

Table 4.2. Weight for each variable and corresponding RWCSS-j

Ginhoux Treutlein

Variable Normalized weight RWCSS-j Variable Normalized weight RWCSS-j

V2631 3.517 0.975 V789 2.950 0.256

V2336 3.336 0.995 V538 2.376 0.837

V4126 3.003 0.955 V273 2.088 0.859

V1626 2.889 0.930 V753 1.960 0.203

V6126 2.744 0.979 V717 1.729 0.538

V10155 2.742 0.989 V216 1.520 0.918

V7792 2.685 0.975 V278 1.454 0.868

V4469 2.598 0.902 V543 1.384 0.982

V5213 2.444 0.945 V90 1.274 0.735

V2650 2.401 0.942 V568 1.271 0.975

V9107 2.289 0.943 V837 1.125 0.970

V4938 2.091 0.976 V672 1.120 0.823

V6454 1.970 0.954 V521 1.013 0.833

V6286 1.936 0.832 V557 1.005 0.941

V4991 1.902 0.933 V548 0.996 0.845

V11735 1.863 0.991 V659 0.971 0.960

V10855 1.703 0.986 V569 0.919 0.916

V1257 1.655 0.944 V769 0.890 0.858

V10762 1.631 0.935 V434 0.836 0.914

V7225 1.609 0.935 V81 0.814 0.948

RWCSS-j = ratio of within-cluster sum of squares for jth genes.

번째로 큰 가중치가 부여된 유전자가 가장 작은 두 개의 RWCSS-j값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1사분위수인 0.86이하의 값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큰 가중치가 부여된 유전

자 중에 낮은 RWCSS-j값을 갖는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군집화 방법의 가중치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는 유전자를 잘 반영하고, 이 방법을 통해 주요 유전자를 선별해 낼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

으로보여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단세포 RNA 데이터의 군집분석을 모티브로 한 유전자에 다른 가중치를 고려한 스펙트
럼 군집화 기반의 새로운 군집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유사도 행렬에 변수의 정보를 추가하여 고차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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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세포 RNA 데이터의 효율적인 군집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변수의 정보로 사용된 가중치 비교를 통
해 중요 유전자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군집 결과의 정확성과 알고리즘의 속도면에서 다른
군집화 기법과 비교를 통해 성능을 탐색하였다. 본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빠르게 수렴하여 알고리즘

의 속도가 빠르다. 군집 결과는 데이터에 따라 기존의 방법 보다 대부분 높은 NMI값을 보였다. 특히

WVSC의 경우 군집화와 유전자의 정보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가

중치를 통해 알아본 유전자의 중요성은 세포의 이질성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향후 생물학적 탐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절한 모수 ρ를 찾고,

이를 실데이터 분석 시에 적용하였다. 다른 모수인 σ는 RWCSS 값을 이용하여 데이터에 의존하는 값

을 선택하였다. 다양한 단세포 RNA 데이터의 이질성 연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 모수 ρ에 대한 더 엄격한 결정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안하는 반복

적인알고리즘의비볼록최적화문제에서의최적해로수렴하는알고리즘에대한연구는향후과제로제
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제 데이터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RPKM, FPKM, 그리고
TPM 등의 정규화 과정 이후에 로그변환을 적용한 연속형 데이터이다. 단세포 데이터의 군집화 연구에
서 정규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raw 데이터 및 시뮬레이션 모형에서의 정규 분포 이외의 분포에서 적용
가능한군집화방법의연구역시향후과제로제시한다.

부록 A: 알고리즘 2-(c) 증명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함수 f와 h를 f(L,w) = tr(LLT (I − D−1/2SD−1/2))와 h(w) = D−1/2

SD−1/2라고정의하자. 고정된 L에대해 αl는 f(w)를 wl에대해미분한값으로, 미분과정에서다음과

같은 trace의미분성질을이용한다.

∂

∂X
tr(f(X)) = tr

(
∂

∂X
f(X)

)
.

위의성질을이용하여 αl을계산하면다음과같은결과를얻을수있다.

αl =
∂

∂wl
f(w)

= tr

(
LLT ∂

∂wl
(I − h(w))

)
= −tr

(
LLT ∂

∂wl
h(w)

)
.

행렬 h(w)에서 i번째 행, j번째 열에 대응되는 값을 h(w)i,j라 하자. 이때 ∂h(w)/∂wl는 행렬의 각 요

소별로연쇄법칙(chain rule)을적용해풀수있다. 이는다음과같다.

∂h(w)i,j
∂wl

=
∂h(w)i,j
∂Dii

· ∂Dii

∂Sij
· ∂Sij

∂wl
+

∂h(w)i,j
∂Djj

· ∂Djj

∂Sij
· ∂Sij

∂wl
.

이제각각의미분값을계산해보면다음과같은값을도출해낼수있다.

h(w)i,j =

(
Sij√

Dii

√
Djj

)
→ ∂h(w)i,j

∂Dii
= −1

2
SijD

− 3
2

ii D
− 1

2
jj

→ ∂h(w)i,j
∂Djj

= −1

2
SijD

− 3
2

jj D
− 1

2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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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i =
∑
j

Sij →
∂Dii

∂Sij
=

∂Djj

∂Sij
= 1.

Sij = exp

(
−
∑p

l=1 wl(xil − xjl)
2

σ2

)
→ ∂Sij

∂wl
= −Sij

(xil − xjl)
2

σ2
.

주어진 Si,j와 Di를이용해위의결과를종합하면 αl는다음과같다.

αl = −tr
(
LLT ∂h(w)

∂wl

)

= −tr

LLT

(
S2
ij(Dii +Djj)(xil − xjl)

2

2σ2(DiiDjj)
3
2

)
i,j=1,...,n

 .

부록 B: 알고리즘 2-(d) 증명

식 (3.5)은 wl에 대한 미분을 이용해 해를 유도한다. 비슷한 엔트로피 벌점을 사용한 Park과 Zhao

(2018) 그리고 Park 등 (2020)에서도 가중치 wl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미분결과는다음과같이 αl에대한식으로표현가능하다.

wl = argmin
wl

f(w) + ρ

p∑
l=1

wl logwl → αl + ρ(logwl + 1) = 0

→ wl = exp

(
−αl

ρ
+ 1

)
,

여기서
∑

wl = 1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Park 등 (2020)에서 구한 wl을 전체 wl의 합으로 나

누어준다. 이렇게유도된결과는다음과같다.

wl =
exp

(
−αl

ρ

)
∑p

l=1 exp
(
−αl

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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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세포 RNA 시퀀싱 데이터(single-cell RNA-sequencing data, 이하 단세포 RNA 데이터)는 세포 조직으로부터

추출한 각 단세포 별 유전자의 신호를 기록한 데이터로, 세포 간의 이질성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
러나 단세포 RNA 데이터는 샘플링 및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결측비율이 높고, 노이즈가 크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의 군집화 방법을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세포 RNA 데이터 분석에서 모티브를 얻

어 스펙트럼 군집화(spectral clustering) 기반의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유사도 행렬(similarity matrix) 계산에서

유전자 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존의 단세포 데이터 분석 방법과 차별화하였다. 제안하는 군집화 방법은 유전자
별 가중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세포를 군집화한다. 군집화는 반복 알고리즘을 통해 제안하는 비볼록식(non-convex

optimization)을 풀어 진행한다. 또한 실데이터 적용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군집화 방법이 기존의 방법보
다군집을잘구분하는것을보인다.

주요용어: 단세포 RNA 시퀀싱데이터, 스펙트럼군집화기법, 변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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