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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열 분석기술은 유전체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작업이다. 기존

에 사용되었던 Alignment 방식 서열분석은 높은 정확도를 가지나

동적 프로그래밍이 가지는 높은 시간복잡도와 공간복잡도로 인해

많은 양의 서열을 분석하기 어렵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Alignment-free 방식은 Alignment 방법에 비해 빠르고 적

은 공간을 사용하나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를 보인다. 대표적인

Alignment-free 방법인 k-mer profile은 서열의 단어구성을 이용

해 서열을 벡터로 변환하고, 이 벡터간의 거리를 이용해 서열간의

유사도를 정의한다. 본 논문은 거리학습을 이용해 벡터로 변환된

정보에서 서열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거리

를 학습해 Alignment-free 방법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본 논문

은 PFAM, RFAM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거리학습이

Alignment-free 방식 서열분석의 정확도를 PFAM에서는 평균

20%p, RFAM에서는 16%p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Alignment-free, k-mer 빈도, 거리학습

학 번 : 2014-2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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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Next Generation Sequencing(NGS)의 도래로 많은 양의 서열정보가

생성되고 [1], 이를 처리하기 위해 알고리즘, 가속화 등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림 1. 서열정보의 폭발적인 증가 [1]

기존에는 동적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Alignment 방법으로 서열정보간

의 유사도를 분석했다. 하지만 동적프로그래밍이 가지는  의 시간,

공간복잡도로 인해 Alignment 방법은 길고 많은 수의 서열정보를 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lignment-free 방법 [2-10]

이 등장한다. Alignment-free 방법은 동적프로그래밍을 사용하지 않아

Alignment 방법에 비해 길고, 많은 서열을 처리하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기존 Alignment 방법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져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2-10].

서열간의 거리는 수학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서열 정보에도

영향을 받는다 [3]. 하지만 k-mer [2-7]를 이용한 거리들은 서열 정보에

의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거나 [4], 이를 노이즈로 모델링 [10,11] 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인다. 본 논문은 서열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요인을 거리학습으로 학습해, 이전 연구와는 차별을 보인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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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열정보라는 비수치 정보를 k-mer라는 배경지식을 이용해 수치 정

보로 변환하여 거리학습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은 Alignment-free 방법 중 하나

인 k-mer 방법과 실험에서 사용할 거리학습 방법, 성능평가에 사용할

분류기를 소개한다. 또한 이미지 분류 [12-17]에 초점이 맞춰진 거리학

습을 서열정보에 적용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k-mer와 이미지

의 관계로 설명한다. 3장은 k-mer 방법을 거리학습에 적용하는 구체적

인 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설명한 방법의 성능을 대표적인

단백질 데이터베이스인 PFAM [18]과 RNA 데이터베이스인 RFAM [19]

의 데이터를 이용해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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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이론

2.1. Alignment-free 서열 분석

시퀀싱의 발달과 이를 분석하는 컴퓨팅 기술의 발달로, 어마어마한 양

의 DNA,단백질 서열 정보가 생성되고 분석되고 있다. 기존에는 서열 분

석방법으로 동적프로그래밍을 이용한 Alignment 방법이 사용되어왔다.

대표적인 Alignment 알고리즘으로는 서열간의 Global Alignment를 구하

는 Needleman-Wunsch 알고리즘과 Local Alignment를 계산하는

Smith-Waterman 알고리즘이 있다 [20, 21]. Alignment 방법은 높은 연

관도를 가지는(closely related) 서열에서 높은 정확도 보여주어 현재까지

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Alignment 방법에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 우선

Alignment 방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동적프로그래밍은  의 시간, 공

간복잡도를 가지고 있어 비교하고자 하는 서열의 길이가 길거나, 비교하

고자 하는 서열의 수가 많을 경우 적합하지 않다 [3]. 또한 Alignment

방식은 높은 연관도를 가지는 서열에 대해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많은 양의 서열정보가 생성됨에 따라, 다른(divergent) 서열에 대해선 정

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3]. Alignment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속도를 향상시켜 Alignment의 성능을 향상시

키는 BLAST [22]나, 병렬 컴퓨팅, 분산환경을 사용해 Alignment 방식의

문제를 개선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다 [23].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동적프로그래밍을 사용하지 않는

Alignment-free 방법이 등장한다. Alignment-free 방법은 , 알

고리즘에 따라서는 의 향상된 시간복잡도를 가지고, 의 공간

복잡도를 가져 기존 Alignment방법에 비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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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mer 방식의 진행과정

Alignment-free 방법은 서열을 벡터공간으로 변환하는 k-mer 방법

[2-7]과 벡터공간으로 변환하지 않고, suffix tree를 이용해 두 서열사이

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 [8, 9]으로 나눌 수 있다. Suffix tree를 사용한

방법은 k-mer 방법과 달리 서열간의 거리에서 학습할만한 특징을 뽑아

낼 수 없어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2.1.2에서는 서열을 이미지로

변환하여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고 k-mer방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2.1.1. k-mer 기반 거리

한 서열을 벡터로 변환하는 k-mer 방법은 그림 3과 같다. 길이가   

인 overlapping window를 이동시키면서 해당 패턴과 일치하는 횟수 

(식 1)를 구한다. 이를 정규화 시켜 (식 2)의 확률분포의 형태로 서열

을 벡터로 변환한다. 여기서 는 알파벳 집합의 크기이며, DNA/RNA일

때는 는 4, 단백질일 때는 20이다. 은 서열의 길이이다.

         (1)

 


(2)

그림 3. 서열정보에서 k-mer 빈도를 구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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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Feature Frequency Profile (FFP) [5]

Feature Frequency Profile(FFP)는 -mer 빈도(frequency)에 아무런

처리 없이 서열간의 거리를 계산한다. [2-4]또한 k-mer 빈도를 그대로

사용지만 FFP가 많이 인용되는 이유는, FFP의 연구 이전까지는 일정한

기준 없이 최적의 성능을 내는 최적의 값을 실험적으로 구하였으나,

FFP는 실험할 값에 대한 범위에 대해 ‘수식’적인 기준을 세우기 때문이

다.

다음은 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이다. 를 알파벳 집합의 크기이고, 

을 서열의 길이이다. 이 때 의 최소값은 다음과 같다(식 3).

m in  log   (3)

FFP에서 실험적으로 m in보다 작은 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가 좋지 않

다는 것은 보이지만, 수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거나, 분석하지 않는다. 의

최소값을 (식 3)과 같이 정의하는 이유는, 한 서열을 벡터로 변환할 때,

벡터의 각 성분을 적어도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 두 벡터간의 specificity

를 고려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의 최댓값은 일 -mer 빈도와   ,  mer 빈도로 구한 -mer

빈도의 추정치(식 4)와의 차이를 Cumulative relative entropy (CRE)로

정의해 구한다. 여기서 는 로 구성된 k-mer 빈도이다.

   

 
(4)

 개의  를 통해 을 얻을 수 있다. 의 최대값은 앞서 구한 

와 실험적으로 얻은 의 차이인 Kullback-Leibler (KL) 발산의 합(식

5)인 가 0으로 수렴할 때의 로 정의한다. 여기서 KL발산은

   


log


로 정의한다.

  
  

∞

   (5)

FFP는 각 서열의 -mer 빈도를 확률분포라고 가정하고, 한 확률분포에

서 다른 확률분포를 근사시킬 때 발생하는 정보손실을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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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sen-Shannon(JS) 발산을 이용해 두 서열간의 거리를 계산한다 (식

6). 여기서 은 두 확률분포 와 의 평균이다.

    

    


     


  (6)

그러나 FFP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이를 인용한 이후의 논문들은

Jensen-Shannon 발산뿐만이 아니라 유클리드 거리, 코사인거리와 같은

다른 거리방식도 사용해 [6, 7], 서열분석에서 거리의 기준이 고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1.2. Sequence as Image

2.2에서 설명할 몇몇 거리학습은 UCI-dataset [24], 20newspaper [25]

과 같은 일반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을 하지만 [26], 많은 논문들이

MNIST [27], Olivetti face [28]와 같은 이미지 정보를 이용해 성능을 검

증한다 [12-17]. 그래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서열정보는 이미지와 거

리가 멀어 거리학습을 적용하기 부적합할 수 있다.

2.1.2.는 CGR과 FCGR을 이용해 서열정보가 이미지의 연관이 있음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이미지 정보에 대해 성능을 검증해왔던 거리학습을

본 논문에서 사용할 서열정보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보인다.

2.1.2.1. Chaos Game Representation (CGR) [29]

Chaos Game은 염기서열이나 텍스트와 같은 긴 1차원 서열을

graphical한 형태로 바꾸는 방법으로 다각형과 내부의 임의의 시작점으

로 하여,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프랙탈 구조를 생성한다 [30].

아래 그림 4는 알파벳 A,B,C로 구성된 “CABBA...”의 서열을 Chaos

Game을 통해 이미지의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다. 그림 4에서 임의로 생

성된 시작점과 꼭지점 C 사이에 다음 점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점

에서 다시 꼭지점 A 사이에 다음 점을 생성한다. 주어진 서열에 대해,

일련 과정을 반복하면 프랙탈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5는 그림 4의 작

업을 10000번 반복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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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열‘CABBA...’에 대응되는

CGR

그림 5. 그림 4의 과정을

10000번 반복한 결과

이런 일련의 과정을 DNA/RNA서열에도 적용할 수 있다. A/C/G/T(U)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과, 이 사각형의 중심을 시작점으로 Chaos

Game을 진행한다. 그림 6은 DNA서열 “ATTATGCTATG”을 Chaos

Game을 이용해 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그림 6. 서열 ATTATGCTA의 CGR

단백질 서열에 대해서도 Chaos Game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단백질

은 DNA와 RNA 와는 달리 2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Chaos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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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번거롭다. 20각형의 도형에서 Chaos Game을 진행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20개의 단백질을 극성이나 친수성과 같은 배경지식을 이용해

20개의 아미노산을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눠 DNA와 같은 사각형의 형태

로 Chaos Game을 진행한다 [30, 31].

2.1.2.2. Frequency Chaos Game Representation (FCGR) [32]

그림 6에서 CGR의 각각의 점은 서열의 첫 문자 A를 시작으로 하는

substring들이다. [32]는 그림 6의 CGR을 × 개의 구역으로 나눈 뒤

각 구역에 몇 개의 점이 있는지 세어 FCGR을 정의한다.

그림 7은 그림 6의 CGR을 통해 FCGR을 구하는 과정이다. CGR에서

각 점에 해당하는 substring의 마지막 문자(그림 7의 밑줄 친 부분)가

같으면 같은 사분면위에 점들이 위치한다. 각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의 수

를 세어  ×의 구역으로 나누어진 FCGR을 생성한다.

그림 7. [그림6]의 CGR에서  × 구역을 이용한 FCGR

그림 8처럼 구역을  ×로 나누었을 때도 적용할 수 있다. 그림 8의

격자위의 점 A는 제외하고 FCGR을 구한다. CGR의 점에 해당하는

substring의 마지막 두 문자(그림 8의 밑줄 친 부분)가 같으면 구역에

점들이 위치한다. 각 점의 사분면과 해당 사분면의 사분면(그림 8의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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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위의 점을 세어  ×의 구역으로 나누어진 FCGR을 생성한다.

그림 8. [그림6]의 CGR에서  × 구역을 이용한 FCGR

그림 7에서 FCGR의 하나의 구역은 nucleotide 하나에 해당하고, 그림 8

에서는 dinucleotide 하나에 해당한다. 같은 원리로 ×개 구역으로 나

누어진 FCGR의 하나의 구역은 k-mer하나에 해당한다. CGR의 각

substring의 마지막 개의 서열이 FCGR의 구역에 위치를 결정한다. 이

는 2.1.1.의 k-mer count와 동일한 과정으로 그림 9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9. k-mer count와 FCGR과정 비교

서열정보를 CGR을 이용해 프랙탈 형태의 이미지로 변환하고, 이를

×의 구역으로 나누어 FCGR을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FCGR은

CGR의 ×의 해상도 이미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FCGR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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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역은 앞서 설명했듯 k-mer 하나에 해당한다. 위 논리를 종합하면,

서열을 k-mer 방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 해상도의 이미지를 비

교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서열정보에 대해서도 거리학습 방법을 적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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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거리학습

그림 10. feature에 따른 도형 분류의 예

많은 알고리즘이 데이터의 유사도나 거리를 기반으로 하고, 좋은 성능

을 내기 위해 특징(feature)의 중요도를 결정한다. 그림 10을 예로 들어

보자. 어떤 특징을 중요하게 볼지에 따라, 그림 10을 흰색/검정색으로 묶

을 수도 있고, 삼각형/사각형/원으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고려해야할

특징의 수가 많아질수록, 특징 간의 중요도를 정하는 작업은 번거롭고,

입력 데이터가 바뀔 때 그 결과가 robust하지 않다. 거리학습은 데이터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표현하는 거리를 학습하는 기계학습의 한 분

야로 자동으로 robust하게 특징 간의 중요도를 결정할 수 있다.

데이터에서 두 점이 서로 같고 다름은 거리학습에서 Must-link 제약

조건()과 Cannot-link 제약조건()으로 표현한다.

 = {(,) : and  in same class}

 = {(,) : and  in different class}

[13, 14]는 세 점의 관계를 통해 제약 조건을 정의한다. 이를 Relative 제

약조건()라 하고 아래와 같이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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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hould be more similar to  than to }

거리함수 가 있다고 하자. 거리학습은 위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거리함

수 을 학습하는 과정이고, 이는 에 대한 최적화 문제(식 7)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min  Reg  (7)

 은 train 단계에서 제약조건을 벗어날 때의 penalty를 나타내

는 cost 함수이고, Reg 은 학습된 거리함수 을 parameter로 하는 이

다.  ≧ 는 정규화 parameter이다.

거리학습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33-35]에서는 학습 패러다임

에 따라 지도학습과 비지도 학습으로 나누고, 거리함수의 형태에 따라

선형 비선형 거리학습으로 분류한다. 그 외에 정규화 방식 [33]이나, 수

치정보에 대해 거리를 학습할 것인지, 비수치 정보에 대해 거리를 학습

할 것인지로 구분한다 [34]. 본 논문에서는 크게 지도, 비지도 학습의 분

류만 적용하여 설명한다.

2.2.1. Supervised Mahalanobis Metric Learning

2.2.1.1. Mahalanobis Metric for Clustering (MMC) [26]

MMC는 Mahalanobis 방식으로 거리를 학습하는 최초의 알고리즘이

다. MMC는 다른 라벨의 점들 사이의 거리의 합을 최대화 하면서, 같은

라벨의 점들 사이의 거리는 가까이 두는 Mahalanobis 거리    을

구하는 최적화 문제를 푼다(식 8).

max 
  ∈

  

 
  ∈


  ≦ 

(8)

[26]에서 위와 같은 최적화 문제의 해 을 이용해 k-means 군집화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 때 full matrix와 대각행렬 두 가지 형태의 에

대해 모두 실험을 하였고, 제약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군집화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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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아짐을 보인다. 하지만 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metric 이

Positive Semidefinite(PSD) 조건을 만족해야하므로, metric 을 PSD

cone으로 사영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고유값 분해는  

의 시간복잡도를 가져 데이터의 차원이 커지면 계산하기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34].

2.2.1.2. Neighborhood Component Analysis (NCA)[12]

NCA는 확률적 nearest neighbor 분류기의 Leave-one-out error를 최

소로 하는 metric 을 학습한다. NCA에서 사용하는 stochastic

classifier는 k-NN과 마찬가지로 근처에 있는 점의 라벨을 이용해 분류

한다. 확률적 분류기에서 두 점 와 이 이웃할 확률은 (식 9)와 같이

softmax 형태로 정의한다.

 
≠ 

exp     
exp     

    (9)

여기서 점 가 라벨 로 올바르게 분류될 확률은 (식 10)과 같다.

  
    

 (10)

이를 이용해 분류 오류의 기댓값을 구할 수 있다(식 11).

   

 


 (11)

(식 11)은 기존 leave-one-out 분류 오류와 다르게 연속이며 미분가능하

다. 이런 성질로 인해 gradient descent와 같은 optimizer로 최적의 해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목적함수는 convex하지 않으므로 지역 해(local

optima)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구하고자 하는 선형 변환 을 정방행렬이 아닌 직사각행렬로 학습을

하면 원 데이터를 낮은 차원으로 변환이 가능해, k-NN 분류기의 속도를

향상시키거나 시각화 할 수 있다.

2.2.1.3. Largest Margin Nearest Neighbor (LMNN)[13,14]

LMNN도 k-NN 분류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 거리학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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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MNN은 Support Vector Machine [36]처럼 margin의 크기를 최대

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 일반화(generalization) 성능이 좋다고 알려

져 있다. 또한 국소적인(local) 방법으로 제약조건을 정의해, 기존 거리학

습법에 비해 계산량을 줄여 효율적으로 metric을 학습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이에 대한 변형된 방법들이 많이 연구

되었다 [13, 14][37, 38].

LMNN은 같은 라벨을 가진 점은 가까이, 다른 라벨을 가진 점은 멀리

하는 metric 을 학습한다. 여기서 점 사이의 관계를 정의할 때, 각 점

이 k-Nearest Neighbor라는 조건을 추가해 국소적인 방법으로 제약조

건을 정의한다. (식 12)는 LMNN이 같은 라벨을 가진 점들을 당기고, 근

처에 있지만 라벨이 다른 점(imposter)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metric을

학습한다는 것을 수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도식화 한 것이 그림 11

이다. (식 12)에서 는 push/pull 사이의 가중치인 trade-off parameter,

 는 hinge loss이다.

min 
   ∈

     
     ∈ 

       (12)

그림 11. LMNN의 도식

LMNN은 ball-tree [39]를 적용해 빠른 시간 내에 국소 제약조건을 정의

하고, 이들을 sub-gradient descent 방법으로 최적화하는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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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r를 제시한다 [13]. 하지만 ball-tree는 데이터 공간의 차원이 커지

면 커질수록 성능이 떨어져, LMNN의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LMNN이 local한 제약조건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

해, LMNN의 성능 또한 유클리드 거리에 영향을 받게 된다 [34].

2.2.1.4. Information Theoretic Metric Learning(ITML)[15]

ITML은 Bregman 발산의 일부인 LogDet 발산(식 13)을 정규화 방법

으로 사용한다.

 logD et    
  log

   (13)

여기서 는 데이터의 차원이고, 은 우리가 근사하고 싶은 PSD행렬이

다. 보통 은 로 설정하여 유클리드 거리와 비슷하게 학습한다.

LogDet 발산의 장점 중 하나는 행렬 이 Positive Definite할 때만 유한

한 값을 가지므로, 거리학습에서 을 PSD조건에 맞추기 쉽다 [34].

ITML의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다.

min logD et    
 



    ≦   ∀ ∈
   ≧   ∀ ∈

(14)

(식 14)에서  ,는 threshold parameter이고, 는 slack variable로

must-link, cannot-link 제약조건을 완화(soft)시키는 역할을 한다.

LogDet 발산  logD et  을 최소화 하는 것은, 정보이론적 관점에선

 ,으로 parameter화되는 두 multivariate Gaussian의 Kullback

Leibler발산을 최소화 시키는 것과 동일해 “Information Theoretic”이라

는 표현을 사용한다.

ITML은 LogDet 발산을 사용해 학습된 metric 이 PSD조건을 만족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projection과정을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

지만 근사하고자 하는 행렬 에 따라 ITML의 성능이 좌우된다. 많은

경우 을 로 설정해 사용하지만, 체계적으로 를 설정하는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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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Unsupervised Metric Learning

비지도 거리학습은 지도 거리학습과 달리 라벨에 대한 정보를 모른

상태에서 학습이 진행돼 must-link, cannot-link와 같은 형식으로 제약조

건을 정의하지 않는다.

비지도 거리학습에서 다루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

Isomap과 같은 알고리즘은 기존의 차원 감소(dimensionality reduction)

나 데이터가 놓여있는 manifold를 학습하는 manifold learning과 동일하

다. 이는 manifold learning이나 차원 감소의 연산과정이 거리학습과 마

찬가지로 특정 cost function을 최적화하는 변환을 구하므로 [33], 거리학

습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2.2.1.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 [40]

대표적인 차원 감소 방법으로, 원 데이터의 통계적 모형이나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공분산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만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PCA는 원 공간에서의 분산을 유지하는 저차원 표현을 생성한다. 이는

아래 (식 15)의 목적함수를 최적화한다고 볼 수 있다.

max    (15)

PCA는    을 최대로 하는 선형 변환 을 찾는다. 의

zero-mean 공분산행렬인   의 개의 고유벡터로 나타낼 수 있

다. PCA는 아래와 같은 eigenproblem을 푼다.

     (16)

이렇게 구한 선형변환 을 이용해 원 데이터  에서 낮은 차원의

공간     으로 변환할 수 있다.

2.2.2.2. Isomap [16, 17]

PCA와 같은 알고리즘들은 이웃하는 점에 대한 분포를 고려하지 않아

[그림12]의 휘어져있는 공간을 학습하는데 한계가 있다 [41]. 그림 12의

A에서 두 점이 유클리드 거리상 가까이 있어도(그림 12 A 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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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fold위에서의 거리는 멀리 있음(그림 12 A 실선)을 보여준다.

Isomap은 점간의 측지거리(geodesic distance)를 보존함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서 측지거리는 manifold 위에서의 거리이다.

Isomap에서 측지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데이터에서 각각의 점 

과 의 k 근방에 있는 점들의 유클리드 거리를 weight으로 하는 변으로

연결해 이웃 그래프 를 생성한다. 에서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를 찾

음으로서, 측지거리를 계산한다(그림 12 B). 이렇게 계산한 pairwise

geodesic matrix를 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이용해 원 공간보다 낮은

차원의 유클리드 공간으로 매장(embedding)한다(그림 12 C).

그림 12. swiss roll 데이터의 Isomap [17]

2.3. 분류기

2.3.1. k-Nearest Neighbor (k-NN)

k-NN은 분류하고자 하는 점 근처에 있는 k개의 점들을 이용해 분류

하는 방법이다. k 근방의 점을 알기 위해서 거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

지만, 선행지식(Prior Knowledge)이 없을 경우 보통 유클리드 거리를 이

용해 k-NN을 계산한다 [14]. 이 경우 train set에 존재하는 통계적인 특

징을 반영하지 못해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기도 한다. 선행지식이 없을

때,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 데이터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 적합한

거리를 학습해 k-NN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고, SVM [36]보다 좋

은 성능을 보인다 [12-15].

k-NN은 train data에 별도의 전처리 과정이 없으면 의 시간에 분

류기를 train시킬 수 있다. 하지만 test data가 들어왔을 때 train data와

의 모든 거리를 비교해야하므로 만큼의 시간복잡도를 가진다.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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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공간을 차원으로 분할해 비교해야할 정보의 수를 줄이는 K-D tree

[42]나, Ball tree [39]등을 이용해 test에 소요되는 시간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

그림 13. k 값에 따른 kNN분류기의 결과

Kmeans, k-mer등 k를 쓰는 알고리즘들의 성능은 k에 좌우된다. k-NN

은 어느 k를 사용할지에 따라 그림 13와 같이 결과가 달라진다. 이후

Parzen의 창 [43]을 이용해 k 근처의 점들 대신 특정 반경 내의 점들을

이용해 라벨을 구한다. 하지만 반경의 길이와, 거리에 따른 가중치에 따

라 분류의 결과가 변한다 [그림 14, 15]. 많은 거리학습 방법 k-NN 분류

기를 사용하지만 k에 대한 논의를 하지는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k=1을

목표로 하지만, 과적합(overfitting)을 방지하기 위해 완화된 조건인 k=3

을 사용한다 [12-15]. 본 논문에서도 3-NN 분류기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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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Parzen의 창 크기에 따른 k-NN 결과

그림 15. Parzen의 창에서 가중치에 따른 k-N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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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방법론

3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인 거리학습을 이용한 Alignment-free 서열

분석의 성능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림 16]. 3.1.절에

서는 2.1.절에서 설명한 k-mer를 이용해 문자열로 되어있는 서열정보를

벡터로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다. 3.2.절은 3.1.에서 얻은 k-mer 빈도를

입력으로 지도, 비지도 거리학습 방법을 이용해 metric을 구하는 법과,

이를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큰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개선방법을

설명한다.

그림 16. Overview

3.1. k-mer profiling

DNA나 RNA, 단백질과 같은 정보들은 많은 경우 문자열의 형태로 정

보가 존재한다. Alignment-free 방법으로 서열을 분석하기 위해 2.1.1.의

-mer 방법을 사용하였다. 의 크기는 -mer profiling의 성능에 영향

을 미친다. FFP [5]에서 의 범위에 대한 실험적인 기준을 정의한다. 하

지만 하나의 서열에 대한 를 구한다는 점에서 여러 개의 서열에 대해

서 를 구해야한다는 한계가 있다. 의 최솟값은 서열의 길이에만 영향

이 있다. heuristic하게는 여러 서열에서 구한 값을 평균을 내어 -mer

profiling에 사용할 의 최솟값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의 최댓값

을 구하기 위해 값을 늘려가면서  ,   mer 빈도를 이용한 추정

치와의 차이를 계산한다. 이때 CRE는 서열마다 다르고, 이로 인해 서열

마다 CRE를 계산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실제상황에서는 CRE

의 값이 특정 값 이하가 되었을 때 0으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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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값에 대한 정의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FFP에서 정의한 의 범위

를 사용하지만, 그 중 비교적 정의가 명확한 의 최솟값을 사용하여 

-mer 빈도를 구하였다.

3.2. 거리 학습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train/test set으로 나누어 train data는 metric

을 학습하는데 사용하고, test data로는 거리학습으로 학습된 metric을

이용한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사용하였다.

NCA, LMNN, ITML과 같은 지도 거리학습은, 위의 방법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 학습된 metric 을 Cholesky 분해를 이용해    

을 만족하는 을 구해[44] 원 유클리드 공간을 변형한 뒤, 분류기의 성

능을 쉽게 측정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학습으로 얻은 Mahalanobis 거

리와 공분산으로 정의할 수 있는 기존 Mahalanobis 거리와의 성능차이

를 비교하기 위해, train data의 공분산을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분류기

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비지도 거리학습에 대해서는 우선 변환하고자 하는 차원(intrinsic

dimension)을 MLE를 이용해 구한 뒤 [45], train data를 이용해 metric

을 학습하였다. PCA의 결과는 공간에 대한 선형변환이므로 지도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Isomap, LLE와 같은 비선형

방법은 선형변환 을 사용하는 대신, [46]의 방법을 이용해 test data를

변환해 성능을 평가하였다.

LMNN, NCA에서 제공하는 코드는 학습하고자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

아지면, 확장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CA [12]

와 LMNN [14]의 입력을 블록 단위로 분할하여 거리학습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초기값을 해 반복적으로 metric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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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 of data, b : size of block

init M = I

for t = 1...N/b

sample b data

do LMNN/NCA with initial Metric M

update M

end

알고리즘 1. 블록으로 분할한 LMNN, NCA

알고리즘 1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할해 반복적인 계산을 하여, 공간적으

로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었고, 의 크기를 GPU 메모리에 할당할 수

있게 설정하여 GPU를 이용해 연산을 가속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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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및 결과

4.1. 데이터 셋 & k-mer 빈도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PFAM [18]과 RFAM [19]에서 제공하는 데

이터를 사용하였다. RFAM, PFAM 모두 전처리 과정으로 여러 개의 아

미노산/염기를 나타내는 알파벳(ex. R : A 또는 G) 과 gap을 제거하였

다. FFP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k-mer 빈도를 구하였다.

RFAM의 경우 학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서열이 적은 라벨을 제외하는

전처리 과정을 추가하였다.

PFAM은 7,877,696개의 서열과 2,192개의 라벨이 존재한다. 서열의

97%가 400 이하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 k의 크기를 2로 선정하였다. 실

험에 사용할 라벨을 랜덤하게 선정한 뒤, 해당 라벨에 해당하는 서열을

1,000개씩 랜덤하게 추출하였다.

RFAM의 경우 383,004개의 서열과 2,278개의 라벨이 존재한다. 99%의

RFAM서열이   보다 짧은 길이를 가지고 있어 k의 크기를 5로

선정하였다. 원활한 학습을 위해 RFAM에서 100개 미만의 서열을 가지

는 라벨을 제외하였다. FFP는 purine(R)과 pyrimidine(Y)로 염기 A, C,

G, T를 묶는 배경지식을 이용해 k-mer 빈도를 계산하는 기능을 제공한

다. 이 경우에는 알파벳 집합의 크기 가 4에서 2로 줄어들어, 더 큰

overlapping window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3)을 이용해 를 10

로 선정했다. 이후의 과정은 PFAM과 동일하다.

4.2. 실험환경

Intel Xeon X5650 2.66GHz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GTX 580

(512 cores, 3GB)의 GPU를 이용해 LMNN과 NCA의 연산속도를 가속화

하였다. MATLAB을 사용해 거리학습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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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ic
number of sequences

10000 20000 50000 100000

EUC 17.87 21.67 37.15 42.40

Mahalanobis 34.00 31.23 44.57 51.30

supervised

itml 8.27 11.26 30.22 51.91

NCA 3.95 6.38 13.19 23.82

LMNN 1.46 4.29 13.97 21.97

unsupervised

PCA 8.56 13.63 26.89 32.30

ISOMAP 31.74 41.10 x x

LLE 26.5 32.72 x x

표 1. 3-NN classification error(%) on PFAM data

4.3. 결과

4.3.1. PFAM data

PFAM 데이터에서 라벨의 수를 달리해가며, 라벨 당 1000개의 서열

추출해 실험을 하였다. train/test set의 비율을 9:1로 나누어 3-NN 분류

기의 오류(error rate)를 이용해 성능을 측정하였다. 10-묶음 교차 검증

법을 사용해 실험 후 평균을 낸 것이 아래 [표 1]과 같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17이다. 단 LLE와 ISOMAP은 큰 데이터에 대해 학습

속도가 매우 느려 50000개 이후로는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

[표 1]에서 지도 거리학습 LMNN과 NCA를 사용할 때 3-NN 분류기

의 오류가 기존 유클리드 거리나 Mahalanobis 거리를 이용할 때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Mahalanobis 거리를 사용했을 때 기존 유클

리드 거리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 높은 오류를 보인다.

거리학습을 이용해 학습된 거리는 기존 k-mer에서 유클리드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3, 4],[10]에 비해 단백질서열의 특징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4],[11]에서는 Mahalanobis 거리를 사용함으로서 노이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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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영향을 줄인다고 주장하지만, [표 1]에서 Mahalanobis 거리의 오류

가 유클리드 거리의 오류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이즈뿐만이 아

니라 서열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요인까지 제거하여, 서열의 특징을 잘

반영하지 못 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비지도 거리학습에서는 PCA를 사용했을 때의 3-NN 분류기의 오류가

기존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할 때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특이한

점은 PCA의 오류가 다른 비지도 거리학습인 LLE, Isomap에 비해 월등

히 낮다는 점이다. 오히려 LLE나 Isomap의 오류는 변환하지 않은 유클

리드 거리를 이용했을 때에 비해 오류보다도 높았다. 이는 [41]에서 문제

로 LLE, Isomap등의 비선형 방법이 PCA에 비해 natural data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41]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지도 비선형 거

리학습의 성능저하를 설명한다. 우선 비지도 거리학습에서 주로 제시하

는 swiss roll과 같은 데이터는 차원이 낮아 잘 동작하지만, 차원이 큰

natural data의 manifold를 표현하기 위한 intrinsic dimension도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해 성능에 영향을 준다. 또 비선형 거리학습 방법은 매끄

러운(smooth) manifold를 가정한다. 하지만 natural data의 노이즈나

outlier가 존재하므로, 이웃 그래프 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이웃

을 선정하게 되어 성능저하로 이어진다.

[표 1]에서 데이터의 수가 증가할수록 분류기의 오류가 증가해 거리학

습을 이용했을 때와 이용하지 않을 때와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

다. 실험에서 라벨당 1000개씩 추출해 실험을 하였으므로, [표 1]의 결과

는 라벨의 수가 증가할수록 오류가 증가함을 예상할 수 있다. [표 2]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라벨의 수와, 라벨 당 데이터의 수를 변화시켜가며

3-NN 분류 오류를 측정한다. 단 [표 2,3,4]는 [표 1]에서 좋은 성능을 보

여주었던 LMNN과 그의 대조군인 유클리드 거리와, Mahalanobis거리에

대해서만 실험을 하였다. 그림 18은 [표 2,3,4]의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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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per label
1000 2000 5000 10000

# of label

10 17.87 34.73 36.95 33.09
20 35.17 36.08 41.73 33.3
50 37.15 33.51 41.7 37.65

100 42.40 37.22 43.97 41.42

표 2. 유클리드 거리에서 라벨 수, 라벨 당 데이터 수에 따른 3-NN 분류

오류(%)

sequence per label
1000 2000 5000 10000

# of label

10 34.00 47.75 42.05 38.08
20 48.3 40.08 46.51 39.87
50 44.57 35.52 42.87 38.79

100 51.3 41.15 44.12 41.18

표 3. Mahalanobis 거리에서 라벨 수, 라벨 당 데이터 수에 따른 3-NN 분류

오류(%)

sequence per label
1000 2000 5000 10000

# of label

10 1.57 3.95 2.85 7.69
20 3.42 5.62 12.99 9.72
50 13.97 17.85 24.3 25.07

100 21.71 23.09 33.71 33.63

표 4. LMNN에서 라벨 수, 라벨 당 데이터 수에 따른 3-NN 분류 오류(%)

[표 2,3,4] 모두 라벨의 수가 증가할수록 3-NN 분류 오류가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라벨 당 서열의 수가 증가할 때, 유클리드 거리

와 Mahalanobis거리를 이용한 3-NN 분류 오류에 비해 LMNN을 이용한

분류 오류는 여전히 낮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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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PFAM 데이터의 3-NN 분류오류(%)

그림 18. PFAM 데이터의 라벨 수, 라벨 당 데이터수에 따른 3-NN 분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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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per label
100 200 500 1000 2000

# of 
label

10 15.60 36.83 21.34 23.30 12.18
20 15.17 29.83 20.23 30.75 22.25
50 50.67 31.17 49.65 x x

100 42.70 58.45 x x x
200 55.27 x x x x

표 5 유클리드 거리에서 라벨 수, 라벨 당 데이터 수에 따른 3-NN 분류

오류(%) (NT-coding)

sequence per label
100 200 500 1000 2000

# of 
label

10 3.33 1.67 0.33 0.70 0.52
20 1.67 1.42 1.17 1.77 1.65
50 6.40 3.70 4.28 x x

100 7.73 9.28 x x x
200 15.9 x x x x

표 6 LMNN에서 라벨 수, 라벨 당 데이터 수에 따른 3-NN 분류 오류(%)

(NT-coding)

4.3.2. RFAM data

RFAM 데이터에 대해서도 라벨의 수를 달리해가며 실험을 진행하였

다. 하지만 PFAM과 달리 라벨 당 데이터의 수가 적어 라벨 당 데이터

의 수를 [표 2,3,4]처럼 바꿔가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RFAM 데이터도

PFAM에서와 같이 train/test set의 비율을 9:1로 나누어 3-NN 분류기의

오류(error rate)를 이용해 성능을 측정하였다. 10-묶음 교차 검증법을

사용해 실험 후 평균을 내었다. 4.1에서 설명한 RNA정보를 A,C,G,U를

이용해 k-mer 빈도를 얻는 방법(NT-coding)과, FFP에서 사용한

purine(R)과 pyrimidine(Y)로 염기 A, C, G, T를 묶어 k-mer 빈도를 얻

는 방법(RY-coding)을 비교하였고, 이는 4.3.2.1과 4.3.2.2에서 설명한다.

단 [표 5-13]에서 x로 표시는 RFAM에서 데이터가 부족해 실험을 하지

않은 부분이다.

4.3.2.1 RFAM with NT-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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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per label
100 200 500 1000 2000

# of 
label

10 0.80 0.35 0.16 0.35 0.51
20 0.55 0.85 2.62 1.90 1.52
50 4.78 4.47 5.81 x x

100 12.69 9.19 x x x
200 13.97 x x x x

표 7 NCA에서 라벨 수, 라벨 당 데이터 수에 따른 3-NN 분류 오류(%)

(NT-coding)

sequence per label
100 200 500 1000 2000

# of 
label

10 7.20 4.30 1.26 2.28 2.14
20 4.25 3.02 4.55 5.32 3.75
50 13.92 7.77 13.23 x x

100 17.39 19.24 x x x
200 23.38 x x x x

표 8 PCA에서 라벨 수, 라벨 당 데이터 수에 따른 3-NN 분류 오류(%)

(NT-coding)

sequence per label
100 200 500 1000 2000

# of 
label

10 14.67 29.67 20.44 13.27 11.75
20 17.64 18.17 15.23 16.7 19.65
50 38.56 23.30 33.87 x x

100 45.50 35.83 x x x
200 44.68 x x x x

표 9 유클리드 거리에서 라벨 수, 라벨 당 데이터 수에 따른 3-NN 분류

오류(%) (RY-coding)

[표 5-8]과 그림 19는 PFAM에서와 같이 RFAM에서도 거리학습을 사

용했을 때 3-NN 분류 오류가 유클리드 거리의 분류 오류보다 낮음을

보인다. 라벨의 수가 증가할수록 3-NN 분류 오류가 증가하는 것은 동일

함을 확인하였다. NT-coding을 이용해 얻은 공분산 행렬은 Positive

Definite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Cholesky 분해를 수행할 수 없어

Mahalanobis 거리에 대한 결과를 구할 수 없었다.

4.3.2.2 RFAM with RY-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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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per label
100 200 500 1000 2000

# of 
label

10 5.00 2.50 0.93 1.87 2.82
20 2.83 2.33 2.73 3.42 4.50
50 11.00 6.47 11.27 x x

100 23.27 17.00 x x x
200 25.75 x x x x

표 10 LMNN에서 라벨 수, 라벨 당 데이터 수에 따른 3-NN 분류 오류(%)

(RY-coding)

sequence per label
100 200 500 1000 2000

# of 
label

10 4.20 2.65 3.10 2.23 5.55
20 3.10 3.38 9.67 4.18 4.95
50 9.28 8.90 11.28 x x

100 23.27 17.8 x x x
200 25.75 x x x x

표 11 NCA에서 라벨 수, 라벨 당 데이터 수에 따른 3-NN 분류 오류(%)

(RY-coding)

sequence per label
100 200 500 1000 2000

# of 
label

10 13.30 7.30 7.08 2.84 5.35
20 10.40 5.88 8.45 10.42 10.25
50 19.72 13.85 11.28 x x

100 23.27 17.8 x x x
200 25.75 x x x x

표 12 PCA에서 라벨 수, 라벨 당 데이터 수에 따른 3-NN 분류 오류(%)

(RY-coding)

sequence per label
100 200 500 1000 2000

# of 
label

10 x 72.50 37.53 40.87 45.15
20 57.00 50.01 37.90 35.43 33.62
50 58.40 62.07 50.68 x x

100 67.17 50.68 x x x
200 57.42 x x x x

표 13 Mahalanobis 거리에서 라벨 수, 라벨 당 데이터 수에 따른 3-NN 분류

오류(%) (RY-coding)

[표 9-13]과 그림 20은 PFAM에서와 같이 RFAM에서도 거리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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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을 때 3-NN 분류 오류가 유클리드 거리나 Mahalanobis 거리를

사용했을 때의 분류 오류보다 낮음을 보인다. 라벨의 수가 증가할수록

분류 오류가 증가하는 것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표 5]과 [표 9]의 결과를 통해 유클리드 거리에서는 A,C,G,U 모두 사

용하는 NT-coding의 3-NN 분류 오류가 염기 A,C,G,U를 purine(R)과

pyrimidine(Y)로 묶은 RY-coding의 분류 오류보다 높게 나옴을 확인하

였다. 각 coding에 대해 거리학습을 적용시킨 [표 6-8]과 [표 10-12]를

비교하면 NT-coding에서의 분류 오류가 낮음을 확인했다. 이는 동일한

수의 feature를 가지지만, 원 유클리드공간에서는 분류의 성능은 알파벳

집합의 크기 보다 overlapping window의 크기가 더 많은 영향을 준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리학습을 이용한 분류 오류는 NT-coding을 이

용했을 때가 RY-coding을 이용했을 때에 비해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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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RFAM(NT-coding) 데이터의 라벨 수, 라벨 당 데이터 수에 따른 3-NN 분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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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RFAM(RY-coding) 데이터의 라벨 수, 라벨 당 데이터 수에 따른 3-NN 분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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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논문은 우선 이미지 분류[12-17]에 초점이 맞춰진 거리학습을 서열

정보에 적용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k-mer count의 FCGR의

관계로 확인하였다. 그 다음 거리학습을 PFAM, RFAM의 서열 정보에

적용해 metric을 학습한 뒤, 학습된 metric을 이용해 3-NN 분류기의 성

능을 향상시켰다. 실험 과정에서 노이즈의 영향을 줄여 정확하게 거리를

계산한다고 알려진[3] Mahalanobis 거리를 이용한 3-NN 분류 오류가

오히려 유클리드거리를 이용했을 때에 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3]의 방

법이 노이즈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고유한 특징도 제거한다는 것을 추측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거리학습을 이용해 서열의 분류를 보다 정확하게 수행

할 수 있었다. 군집화에 대해서도 [26]와 같이 거리학습을 이용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통해 거리학습으로 서열정보의 군집화

성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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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Analysis using Metric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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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Analysis is an essential task in bioinformatic research.

Traditional alignment sequence analysis shows accurate result, but

time and space complexity of dynamic programming makes analysis

infeasible for longer and larger sequences. To overcome this problem,

alignment-free sequence analysis have been proposed. Alignment-free

based methods computes faster and more space efficient, but less

accurate than alignment based methods. K-mer profile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in alignment-free based methods. k-mer profile

transforms sequence into vector utilizing word composition of

sequence, and defines similarity/dissimilarity by comparing vectors. In

this thesis, we learned the metric from vectorized sequences, and

improved accuracy of alignment-free method. We perfro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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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with PFAM and RFAM data, and measured 3-Nearest

Neighbor error rate. Our result shows that method using metric

learning outperforms method without using metric learning(20%p in

PFAM, 16%p in RF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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