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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density profile 특징추출에 기반한 염색체 자동분류방법들의 성능을 비교분석하였다. 

density profile은 염색체의 밴드패턴을 가장 잘 표현한 특징으로 염색체의 중심축을 구성하는 화소들의 밝

기 값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염색체의 밴드패턴은 염색체의 끝단까지를 잘 표현해주어야만 정확한 염색체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염색체의 중심축을 추출하여 염색체 끝단까지 확장 처리한 방법에 대한 성

능을 확인하였다. 염색체 중심축에 위치한 화소만을 이용한 프로파일은 잡음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

결하기 위하여 염색체의 중심축에 대한 화소 값 대신 주변 밝기 값들에 대한 평균을 이용한 국소평균방법과 

중심축의 수직라인 상에 존재하는 화소 값들에 대한 평균을 구한 수직평균방법을 비교하였다. 분류알고리즘

은 k-NN을 사용하였고, 실험데이터는 (주)Gendix 로부터 제공받은 임상적으로 정상인 100명(남자 50명, 여

자 50명)으로부터 추출한 4600개의 염색체 영상을 훈련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로 각각 50%씩 랜덤하게 분

리하여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중심축을 확장하고 수직평균에 대한 프로파일을 특징으로 추출하여 분류한 경

우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1. 서  론

 유 정보를 가지는 DNA는 세포분열 기(metaphrase) 

에서 염색체라는 형태를 가지면서 학 미경을 통해 

찰이 가능해 진다. 인간 염색체는 ISCN (International 

system for human cytogenetic nomenclature)에 염색체

번호와 분류방법에 한 규약이 설정되어 있으며 으로 

된 22개의 상염색체와  X, Y에 해당하는 성염색체로 구

성되어 총 46개의 염색체를 갖는다[1]. 염색체를 통한  

세포 유 학  해석을 해서는 46개의 개별 염색체를 

찾아서 배열하는 핵형 분석(karyotype analysis)이 필요

하다. 핵형분석은 기단계의 암이나 유  이상을 진

단하는 임상을 해 요한 수단이므로  빠르고 정확하

게 핵형을 분류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요구된다. 핵형 

분석 상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정상 남성의 Karyogram

Giemsa 염색된 염색체는 각 염색체 고유의 밴드패턴을 

지니고 있으며 이 밴드패턴은 핵형분류에서 가장 요한 

특징으로 증명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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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체의 밴드패턴은 심축을 따라 나타나는 연속 인 

패턴이므로 심축에 한 밝기 값들을 density profile로 

표 하여 염색체 분류를 한 특징으로 사용한다[2-7].

 density profile 특징 추출 방법으로는 상잡음에 한 

민감도를 이기 한 국소평균(Local Averaging - 5 화

소 이동 평균법) 방법[5]과 심축 수직선상에 일부의 

만을 평균하는 방법[6] 는 수직선상의 체의 을 평

균화하는 방법[7] 등이 있다. density profile 특징에 염색

체의 밴드패턴이 잘 표 되려면 염색체의 끝단까지를 잘 

표 해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추출된 염색체의 심축을 

염색체 끝단까지 확장 처리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다[6].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density profile 특징추출 방법들에 

한 성능을 비교하 다. 성능 비교를 하여 세선화 알고

리즘으로 얻은 염색체 심축의 밝기 값들을 기본 

density profile 특징으로 추출하고 , 여기에 국소평균방법, 

심축 수직 평균 방법에 한 성능을 비교하 다. 한 

염색체 심축의 양끝을 확장하여 최 의 성능을 보이는 

조합을 찾고자 하 다. 실험 결과 심축의 양 끝을 확장

하고 심축 수직 평균 방법으로 추출된 density profile이 

다른 방법에 비하여 더 향상된 성능을 보 다. 본 실험은 

(주)Gendix에서 제공한 염색체 상 샘 로 진행하 고 

분류기(classifier)로는  k-NN (k-nearest neighbor)을 사

용하 다.

 2장에서는 염색체의 심축을 추출하여 확장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density profile 특징 추출 방법을 

설명한다.

2. 염색체 심축의 추출

 염색체의 심축 검출은 Zhang Suen의 세선화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기본 심축(axis)을 생성한다. 생성된 

심축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염색체의 양끝의 패턴을 포함

하지 못한다. 

그림 2. 양끝 밴드패턴을 포함시키지 못한 심축

따라서 염색체의 양 끝단까지 심축을 확장하는 알고리

즘이 필요하다. 확장된 세선화 알고리즘은  추출된 심

축 끝에서 1화소씩의 치를 확인하여 확장시킨 것과 3

화소를 보고 확장시킨 2가지를 구 하 다. 그러나 1개

의 화소를 이용하여 확장한 방법은 그림 2에서 처럼 염

색체 끝단에서 심축을 벗어난 결과를 보이므로 3개의 

화소를 복사하여 연장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그림 3에

서 3-화소를 사용한 확장 방법이 염색체의 끝단까지 

심축을 잘 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세선화 알고리즘의 심축과,

확장된 알고리즘이 용된 심축

3. Density profile

 Density profile은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추출하

다. 염색체의 심축을 염색체 상과 1:1 매핑하여 

응되는 화소의 밝기 값을 이용한 1:1추출방법과 염색체 

심축 상의 잡음에 한 민감도를 이기 해 심축상

의 후화소들의 평균을 구한 국소 평균 추출방법(5-화소 

이동 평균법)을 사용하 다. 한 그림 4와 같이 심축

에 패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해 심축에 한 수직라인을 구하여 수직라인 상에 치

한 화소들의 평균 밝기 값을 추출하 다. 이것을 심축 

수직평균 로 일이라 부르며 염색체의 패턴을 잘 표

해주는 특징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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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심축에 패턴정보가 없는 경우

 그림 5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출된  density profile이다.  

염색체 심축에 한 확장 , 후의 상에 한 

추출결과이다.

  기본 심축     1:1 추출           국소 평균 

 확장된 심축     1:1 추출           국소 평균  

그림 5. 염색체의 심축 1:1 density profile과 

국소 평균을 용시킨 density profile 

 그림 6은 심축 수직 평균 로 일을 구하기 해 추

출된 심축의 수직라인을 보인 것이다. 상의 밝은 부

분이 추출된 수직라인에 해당된다.

                              

    염색체 상   확장된 심축      수직축

그림 6. 염색체 심축에 한 수직축

4. 실험  결과

실험방법은 다양한 density profile 추출방법에 해 심

축 확장 후의 결과를 비교하 다. 

기본  1:1추출방법에서의 확장 후, 국소평균 추출방법에

서의 확장 /후, 수직평균 추출방법에서의 확장 /후로 

나 어 실험하 다.

실험데이터는 (주)Gendix 로부터 제공받은 임상 으로 

정상인 100명(남자 50명, 여자 50명)으로부터 얻은 4600

개의 염색체 상을 이용하여 훈련데이터와 테스트데이

터는 각각 50%식 랜덤하게  분리하여 실험하 다.

개별 염색체에 하여  density profile을 추출하 고, 서

로 다른 염색체 길이를 규격화하기 하여 density 

profile을 32로 샘 링 하 고 샘 링 방법은 선형보간법

을 사용 하 다. 한 염색체의 밝기 값의 차이를 특징 

값을 0∼1로 표 화 하여 데이터로 사용하 다.

 염색체 자동분류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하여 3-NN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3-NN은 테스트 데이터와 가까

운 3개의 훈련데이터를 구하여 빈도가 가장 높은 염색체 

번호로 테스트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식이다.

 <표 1>은 분류정확도를 보인 것이며 10회 반복 실험으

로 얻은 평균정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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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축 확장 심축 확장 후

기본 1:1추출 67.9% 75.8%

Local Averaging 65.3% 81.1%

수직 로 일 68.9% 81.9%

표 1 염색체 자동분류 정확도 실험 결과표

모든 방법에서 심축 확장방법이 확장 보다 평균 12%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심축 수직평균 로

일 추출방법이 81.9%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 다.

5. 결론

 염색체 핵형분류에 요한 특징인 밴드패턴은 density 

profile로 추출되어 자동분류에 이용된다.

다양한  density profile 추출방법을 실험한 결과  염색

체 심축에 수직방향으로 나타나는 밴드를 표 한 수직

평균 방법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 으며,  염색체의 

끝단까지 확장하여 분류한 경우가 확장 보다 더 정확한 

분류성능을 보 다.

 본 연구에서는 염색체의 심축 수직평균을 이용한 

density profile 특징이  다른 방법으로 추출된 density 

profile보다 더 정확하게 밴드패턴을 표 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고, 염색체의 끝단에 포함된 밴드패턴정보

가 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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