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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융복합 패러다임의 도입은 방대한 유전체 정보의 분석을 위한 컴퓨팅 기술의 연구 및 개발 또한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최근 유전체 분석 서비스 유형은 개인의 유전체 정보(personal genome analysis)를 읽어서 특정 질환들
의 발병 확률 등을 알려주고, 해당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식습관, 라이프 스타일등의 변화를 꾀하도록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물의 특성을 결정하는 정보는 유전자이며, 이 유전자는 DNA 염기서열에 따라 결정되므
로, 유전체 정보의 분석기술은 정확하고 빠르게 수행되어야 한다. 정확한 유전체 분석을 빠르게 수행하기위해 
K-Mean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코돈 데이타 패턴을 추출하여 유전체 정보 분석에 적용하였다. 또한, 미토
콘드리아 데이타군을 실험사례로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 제공된 분석 데이타를 통해 기존의 문자열 형태의 유전
체 분석 기법을 이미지 패턴 형태로 추출이 가능하며, 패턴형태의 이미지는 분석시간의 단축과 정확도를 높인다.

주제어 : 바이오인포메틱스, 클러스터링, K-Mean, 유전체학, 헬스케어 

Abstract  The studies on the human environment and ecosystem analysis is being actively researched. In recent 
years, The service of genome analysis has been offering the customized service to prevent the disease as 
reading an individual's genome information. The genome information by analyzing technology is being required 
accurate and fast analyses of ecosystem-dielectrics due to the spread of the disease, the use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and the influx of exotic. In this paper the algorithm of K-Mean clustering for a new 
classification system was utilized. It will provide new dielectrics information as quickly and accurately for 
many biolog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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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바이오기술과 컴퓨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

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으며[1,2], 규모 바이오 데이

타의 생성과 이를 분석하기 한 컴퓨  기술의 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개개의 유 자나 단백질을 분석하

는 기존 연구방식에서 유 체(genome)  단백질(proteme) 

체를 다루는 Omics 연구, 세포내 체 분자들의 상호

작용망의 분석이 가능한 네트워크 생물학 는 시스템 

생물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 체 정보의 분석을 해 시 싱 과정을 거쳐야 하

는데 염기의 순서를 화학 으로 읽어서 염기서열해독과

정을 수행한다. 시 싱기법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체 유 체를 해독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개

체들간의 특이 인 변이를 찾거나 질환 특이 인 변이를 

찾는데 유용하게 용되고 있다. 시 싱 기법의 응용 

는 다음과 같다. 질병진단을 한 Maker 개발에 활용 가

능한 DNA Marker, 유 체 체 지도 구축과 양  형질 

연구, HapMap construction & GWAS, 돌연변이에 한 

연구(Mutation Research), 개체의 진화와 타개체간의 진

화연구(Evolution Stury)에 응용되고 있다. 표 인 시

싱 기법 의 하나인 Sanger 기법은 생물체( 장균, 박

테리아 등)을 증폭하여 순차 인 촬 과 이미지를 독

하여 상 으로 긴 Read를 사용한다. 정확성이 높은 반

면 매우 번거롭고 증폭량이 으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최근 시 싱 기법으로는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법이 활발히 용되고 있다. NGS는 Nano 기술의 비 

생물체 증폭방식으로 다  촬 / 독 처리 방식이며 상

으로 짧은 Read를 사용한다. 빠른 처리속도와 량

증폭이 가능하며, 렴한 처리 비용을 강 인 반면, 복

이 짧은 량의 Read의 조합/데이타 분석이 어렵다. 

한, 유 정보 분석을 해 클러스터링 기법을 용

하는데, 클러스터링을 통해 유사한 기능을 갖는 유 자

군을 찾아낸다. Tamayo[3]는 SOM technique를 사용하

여 식세포 분화에 해 알려진 련 유 자의 수를 포

함한 클러스터 평균치를 보 으며, Alizadeh[4]는 유 자 

발  로 일링에 의해 식별 확산 큰 B 세포 림 종 유

형을 구별하기 해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하 다. 

한, Furlong[5]은 야생형  돌연변이의 유 자 발  변

화 패턴 을 찾기 해 클러스터링을 사용하 다. 표

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계층응집성 클러스터링

[14,15,16], K-Mean 클러스터링[6], 자기조직화 지도[7]

등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매틀랩을 활용하여 유 체 

생태계 정보를 K-Mean 클러스터링기법을 용하여 구

하 다. 미트콘드리아 유 체정보는 유 자 재조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로 활용하 으며, 제시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코돈 조합의 데이터 군을 클러스터

링화 하 고, 유 체 분석 패턴이 가능한 이미지를 생성

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 K-Mean 클러스터링과 실험데이타군 

클러스터링은 계층  구조와 분할  구조로 구분되며, 

계층  구조는 단일 링크와 완 링크기법이 있다. 한, 

분할  구조를 사용한 클러스터링은 그래 이론, 혼합해

법, 모드탐색, 스 어 에러등의 기법을 용한다. 

2.1 K-Mean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K-Mean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분할법을 용한다. 

분할법은 주어진 데이타를 여러 그룹으로 분할하며, 입

력된 데이타 보다 작거나 같은 k개의 군집으로 나 다. 

그룹을 나 는 과정에서 거리기반의 그룹 간 비유사도 

방식으로 비용함수를 최소화한다. 즉, 같은 그룹 내의 데

이타 오 젝트끼리의 유사도는 증가하고, 다른 그룹의 

데이타 오 젝트의 유사도는 감소한다. 수식1은 i번째 클

러스터의 심을 μi, 클러스터에 속하는 의 집합을 Ｓi

일 때 최소값의 Ｓi를 찾는다.

 
 




∈
  

 (1)

2.1.1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데이타군

유 체분석[8,9]을 한 미토콘드리아 데이타 군을 

용하 으며, 미토콘드리아의 기본 데이타 군을 분석하기

해 MatLab 2015b 버 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Fig. 

1]에서는 미트콘드리아 유 체정보를 [Fig. 2]에서는 유

체 정보간의 연 성을 지도로 보여 다. 

[Fig. 1] Mitochondria's gen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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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itochondira's map 

2.2 코돈(Codon) 조합

코돈은 아미노산을 지정하여 유 정보를 표 하며

[10,11,12], 미트콘드리아의 유 체 정보는 텍스트 유형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돈의 조합을 <Table 1>에서 보여

다. 코돈은 유 자 발 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

하는 령 RNA 유 정보이다. DNA 유 체 정보로부터 

구해진다. 

U

UUU

PhenylAlanin

e

UCU

Serine

UAU

Tyrosine

UGU

Cysteine

UUC

PhenylAlanin

e

UCC

Serine

UAC

Tyrosine

UGC

Cysteine

UUA

Leucine

UCA

Serine

UAA

  -

UGA

  -

UUG

Leucine

UCG

Serine

UAG

  -

UGG

Tryptophane

C

CUU

Leucine

CCU

Proline

CAU

Histidine

CGU

Arginine

CUC

Leucine

CCC

Proline

CAC

Histidine

CGC

Arginine

CUA

Leucine

CCA

Proline

CAA

Glutamine

CGA

Arginine

CUG

Leucine

CCG

Proline

CAG

Glutamine

CGG

Arginine

A

AUU

IsoLeucine

ACU

Threonine

AAU

Asparagine

AGU

Serine

AUC

IsoLeucine

ACC

Threonine

AAC

Asparagine

AGC

Serine

AGC

Serine

ACA

Threonine

AAA

Lysine

AGA

Arginine

AUG

Methionine

ACG

Threonine

AAG

Lysine

AGG

Arginine

G

GUU

Valine

GCU

Alanine

GAU

AsparticAcid

GGU

Glycine

GUC

Valine

GCC

Alanine

GAC

AsparticAcid

GGC

Glycine

GUA

Valine

GCA

Alanine

GAA

GlutamicAcid

GGA

Glycine

GUG

Valine

GCG

Alanine

GAG

GlutamicAcid

GGG

Glycine

<Table 1> Codon data combination

3. 실험 

클러스터링 측  분석을 해 제공된 K-Mean 함

수에 한 용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1) 미트콘드리아 데이타군에서  k개의 데이타오 젝트 임의 

추출

(2) 클러스터의 심 설정( 기값지정)

(3) 각 데이타 오 젝트에 해 k개의 클러스터 심 오 젝트

와의 거리 구함

(4) 찾아낸 심 에 각 데이타 오 젝트 할당

(5) 클러스터 심  재계산 

(6) 소속 클러스터가 바 지 않을 때 까지 2, 3과정 반복

클러스터링 데이타 셋을 얻기 해 genBank 데이타

군의 휴먼 미트콘드리아 유 체의 클러스터링 셋을 얻기 

한 코드를 수행하 으며, 용된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Table 2>의 코돈 클러스터링 데이타 셋을 추출하 다. 

코돈 데이타 셋은 리신(AAA)가 167의 오 젝트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스 라긴(AAC)는 171개의 오 젝트 

군으로 구성된 데이타 셋을 확인할 수 있다.  알고리즘을 

통해 수행된 코드는 다음과 같다.

 AAA- 167 

AAC - 171

AAG - 71

AAT -130 

ACA - 137  

ACC - 191

ACG - 42 

ACT - 153 

AGA -  59  

AGC -  87  

AGG - 51 

AGT -  54  

ATA - 126  

ATC - 131   

ATG -  55  

ATT - 113  

CAA - 146

CAC - 145 

CAG -  68  

CAT - 148

CCA - 141

CCC - 205

CCG -  49

CCT - 173 

CGA -  40

CGC -  54

CGG -  29

CGT -  27  

CTA - 175

CTC - 142

CTG -  74

CTT - 101     

 GAA -  67 

GAC -  53

GAG -  49 

GAT -  35  

GCA -  81 

GCC - 101  

GCG - 16  

GCT -  59  

GGA -  36  

GGC -  47  

GGG -  23  

GGT -  28  

GTA -  43    

GTC -  26   

GTG -  18   

GTT -  41   

TAA - 157  

TAC - 118  

TAG -  94  

TAT - 10

TCA - 125  

TCC - 116 

TCG -  37 

TCT - 103  

TGA -  64

TGC -  40

TGG -  29 

TGT -  26  

TTA - 96

TTC - 107   

TTG -  47   

TTT - 78

<Table 2> Codon clustering dat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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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소스 코드 ]

인간의 몸은 약 60조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0.02-0.03 리미터의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과 

세포질이 세포막 안에 있다. 핵 안에 인이 심을 기 으

로 둘러져 있고 인 주 에는 염색체(chromosome)이 꼬

인 실타래 모양으로 둘러 싸여 있다[13]. 핵을 둘러싸는 

세포질에는 유 암호를 해독하여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

보좀, 세포의 에 지를 공 하는 미토콘드리아, 생산된 

단백질을 장하는 골지체, 독을 제거하는 리소좀, 핵과 

세포질 사이를 출입하는 소포체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

는 미트콘드리아의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세 개의 

뉴클 오드 배열의 코돈(Codon)을 활용하여 클러스터링 

화 하 다. 

4. 분석 

실험을 통해 클러스터링 군을 구성하 으며, A,C,G,T 

염기군에 한 기본 집도에 한 분석그래 를 [Fig. 

3]에서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휴먼 미트콘드리아

의 K-Mean 클러스터링을 통해 분석된 클러스터링 군 

집도를 [Fig. 4]에서 보여주고 있다. 클러스터링 군을 

표 하기 해 {^,*,+,o} 문자셋을 클러스터링 표 을 

해 럿상에 구분하 으며, cluster1, cluster 2, cluster3, 

cluster4에 각각 매핑 되었다. 클러스터링 결과 화면을 통

해, 코돈 데이타 셋은 뉴클 오드유형의 새로운 데이타 

패턴을 제공하며, 코돈 데이타 셋을 통해 유 체 분석  

비교가 가능하며, 패턴의 유형에 따라 유 체 측이 가

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Fig. 3] Density of ucleotide & A-T-C-G

[Fig. 4] Result view of clustering

5. 결론

텍스트 유형의 유 체정보를 코돈 조합을 추출하여 

클러스터링 후 이미지 형태의 패턴을 생성하여 유 체 

정보를 분석하 다. 이는 기존의 텍스트 유형의 방법보

다 빠르고 손쉽게 유 체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다. 향후 

연구방향으로 쥐의 미트콘드리아 코돈 데이타 셋과  휴

먼 미트콘드리아의 코돈 데이타 셋의 클러스터링 패턴 

비교를 통해 유 체 측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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