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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hierarchical clustering을 이용한 

microarray 자료의 군집분석

 

우숙 1) 이재원2)

요  약

  

 DNA microarray 자료가 군집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집단의 수 혹은 집단 구조에 대

한 가정이 없으며, 오직 개체들 사이의 유사성에 의해 군집을 형성하고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

여 군집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때, 군집 분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 중

의 하나는 군집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황(모의 생성 자료, 실제자료)에서 상대적 계층군집방법

(relative hierarchical clustering)과 계층적 군집 방법(hierarchical clustering)이 어떻게 작용되

는지 비교 평가 해 보았다. 평가방법으로는 PIGP(percentage of incorrectly grouped points), 동

질성(homogeneity),이질성(separation)을 사용하 다.

주요 용어 : relative hierarchical clustering, hierarchical clustering, PIGP(percentage           

          of incorrectly grouped points), 동질성(homogeneity),이질성(separation) 

1. 서론

 생명체의 유전적 특징은 한 두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유전자간의 관계 

하에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다르게 발현된 각각의 유전자를 찾는 과정만으로는 생물체

의 유전적 특징을 살펴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어떤 유전적 특징을 살피기 위해서는 유사하게 

발현되는 유전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모아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이 곧 군집 분석 

방법이다.(Zhang and Zhao, 2000)

  하지만, 군집 분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군집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우선 (a)처럼 각 군집이 구형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군집 방법들이 만족할만

한 결과를 제공하지만, (b)와 같이 군집의 모양이 긴 경우 개체들 사이의 거리를 단순히 유클리

드 거리로 측정하면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된다. 즉, 개체 B는 C와 같은 군집에 속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유클리드 거리상 A와 더 가깝다고 판정하게 된다. 또한 (c)의 경우에서는 개체 A와 

B가 두 군집 사이의 고리역할을 하여 군집으로 결론지을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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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림 (b) 와 (c)의 경우에서 계보적 군집방법을 사용하면, 군집의 효

율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Ramon A.Mollineda, Enrique Vidal이 제시한 

상대적 계보적 군집(Relative Hierarchical Clustering)은 처음에 두 군집을 한 브릿지로 연결할 

때 군집내의 상사성 뿐만 아니라 군집간의 비상사성을 동시에 고려하므로 종전의 계보적 군집

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대적 계층 군집에 대해서 살펴보고 위의 그림 (a), (b), (c)의 상황과 같은 모

의 생성 자료를 가지고 상대적 계층 군집 방법(relative hierarchical clustering)과 계층적 군집 

방법(hierarchical clustering)을 비교하 다. 그리고, 유전자 데이터를 사용하여 clustering 알고

리즘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validation 중에서 동질성과 이질성과 같은 측도를 통해 

상대적 계층 군집 방법(relative hierarchical clustering)의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section 2에서 상대적 계층군집방법(relative hierarchical clustering)을 소개하고 section 3에서

는 validation measures 중에서 동질성과 이질성을 살펴본다. section 4에서 연구결과에 대해 살

펴본다.

2. 상대적 계층군집방법

 

 고전적 계층적 군집방법(classical hierarchical clustering)이 clusters들을 군집할 때 단지 두 

clusters간의 absolute distance만을 고려하는 것에 반해 상대적 계층적 군집방법(relative 

hierarchical clustering)은 clusters 쌍들 간의 real distance(그룹 내 유사성)뿐만 아니라 나머지 

clusters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나머지 clusters간의 그룹 간 비유사성)를 고려하고 있다. 

 군집 알고리즘들은 거리행렬을 기반으로 거리가 가까운 개체들끼리 같은 군집을 이루게 하여 

군집들 간의 변동에 비해 군집내의 변동을 작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clusters가 된다는 것은 단지 clusters 쌍들 간의 real distance만을 고려하여 군집하는 것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clusters간의 상대적 거리 행렬을 고려하여 군집해야 한다.

d 은 cluster metric이고 C는 current clustering 수준에서의 clusters의 집합, 그리고 ijd

는 cluster i에서 cluster j를 제외한 나머지 clusters와의 평균거리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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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 비유사성(relative dissimilarity: D)measure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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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두 clusters간의 상대적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2)을 최소화하는 clusters를 합한

다.  

3. 동질성과 이질성

  

 Clustering알고리즘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 되어진 validations 중에서 동질성

(homogeneity)과 이질성(separation)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질성(homogeneity)은 각 유전자의 발현 profile과 각 유전자가 속하는 군집의 중심 사이의 

평균거리를 계산하는 것으로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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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ig 는 i번째 유전자, )( igC 는 ig 가 속하는 유전자 군집의 중심, N 은 유전자 총
수, D는 거리함수이며 H 값이 작을수록 clustering이 잘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것은 같은 
group에 있는 개체들 사이의 근접성 혹은 유사성에 대해 응집성에 관한 정보를 준다.

 이질성(separation)은 군집 중심들 간의 가중치 평균 거리로서 계산되는데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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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 와 jC 는 i번째와 j번째 clusters의 중심이고 ciN 와 cjN 는 i번째와 j번째의 군집에 
있는 유전자 개수이다. 이때 S 의 값이 클수록 clustering이 잘 되었다고 평가한다.

4. 연구 결과

 DNA microarray 실험의 일반화와 유전자를 이용한 연구의 발전으로 인하여 데이터들은 급속

히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

서는 군집화 분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집단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군집 분석에서 매우 명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군집의 모양을 가진 모의생성자료들과 실제자료(yeast data set 

,leukemia data set, lymphoma data set)를 사용하여 상대적 계층군집방법(relative hierarchical 

clustering)과 계층적 군집 방법(hierarchical clustering)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PIGP(percentage of incorrectly grouped points), 동질성(homogeneity),이질성(separation)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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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비교하 다.

  모의 실험결과 전반적으로 상대적 계층 군집 방법이 계층적 군집 방법보다 PIGP(percentage 

of incorrectly grouped points), 동질성(homogeneity), 이질성(separation) 측면에서 만족스런 결

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leukemia data set과 yeast data set의 경우 상대적 계층 군집 방법으

로 분석한 결과가 계층적 군집 방법보다 더 좋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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