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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유전자 발현 정보와 같은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환과 

생물체의 기작을 밝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암종 유형은 

특정 유전제에 대해서 뚜렷한 발현 프로필을 가지며 그 차이는 기계 

학습 모델에 의해 학습되어 암종을 분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의료 진단 분야에 고급 학습 방법들이 개발되어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추세이나 종양 샘플의 정보들로부터 특징을 연구하여 

암종을 판단하는 분야는 아직 향상될 여지가 존재한다. 1차 부위 미상의 

암(CUP: Cancer of unknown primary site)은 모든 악성 상피종양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잘 알려진 임상 질환이지만 조기 전이를 동반해 

공격적인 질병으로 특징지어진다. 또한, CUP으로 진단된 환자는 

임상의가 종양의 1차 부위를 식별할 수 없는 조직학적으로 결합된 

전이암을 가지고 있다. 임상적 또는 기술적 부족으로 1차 부위를 

식별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1차 부위의 종양이 퇴보하거나 휴식 상태에 

머물며 악성 전이가 2차 분위로 조기에 전이되기도 한다. 따라서 암 

치료의 임상 단계에서는 1차 부위를 찾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을 데이터로 선정하여 1차 부위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기계 학습 기반의 암종 분류 모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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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특징 유전자를 추출하여 기계 학습 모델의 훈련 데이터로 선정하였다. 

특징 유전자는 각 암종군과 정상군간의 차등발현유전자를 선별하였다. 

다양한 기계 학습 기법 중 적절한 기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XGBoost, 

KNN, NB, SVM, RF 총 5개의 기계 학습 기법들을 사용하였으며, 

모델간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성능지표로 ACC, Precision, Recall, F1, 

AUC가 사용되었다. 또한, 생성된 모델의 과적합을 최종 테스트하기 

위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종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론: 교차검증을 사용하여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XGBoost 

모델이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암종 분류 성능을 보였다.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를 선정하여 테스트 측정 결과로는 

XGBoot 분류 모델이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SVM, RF 

분류 모델은 KNN, NB 분류 모델보다 종합적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모델의 과적합을 의심할 수 있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암종 진단 분류에서 XGBoost가 강력한 알고리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 XGBoost, 기계 학습, 암 유전체학, 분류 모델, CUP 

학   번 : 2020-2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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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유전자 발현 정보와 같은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환과 

생물체의 기작을 밝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전체 데이터는 

DNA microarray 및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Next-Generation 

Sequencing)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 및 보급되었다[1]. 따라서 전체 

현상을 기반으로 가설을 설정하는 방법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기존 

방식인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시작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아직 연구되지 

않은 특징 탐색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대표적인 예로 NIH의 

NCI(National Cancer Institute)와 NHGRI(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에서 운영한 TCGA 프로젝트는 2005년에 시작되어 

게놈 시퀀싱과 생물정보학을 사용하여 약 33개의 암종을 유발하는 

유전적 돌연변이를 목록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질병의 유전적 

기초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통해 암을 진단, 치료 및 예방하는 능력을 

향상시켰다. 

유전체 분석 기술로 얻게 되는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링은 질병이나 

약물 치료에 대한 세포의 반응을 포착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생물학적 도구다. 유전자 발현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유전자 발현값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 및 탐구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유전자 발현을 위한 몇몇 방법론들이 연구되었다[2].  또한 한 

연구에[3] 따르면 1000여개의 유전자가 전체 유전자의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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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의 약 80%를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러한 

유전자들을 랜드마크 유전자(landmark genes)라고 부르며 나머지 

유전자들을 타겟 유전자(target genes)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자들을 도출해내기 위한 작업은 매우 어려우며 큰 비용뿐만 아니라 

긴 시간을 요구한다.  

다양한 암종 유형은 특정 유전자에 대해서 뚜렷한 발현 프로필을 

가지며 그 차이는 기계 학습 모델에 의해 학습되어 암종을 분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기계 학습은 기존 지식 구조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훈련시킨다. 의사의 진료 또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종합적인 진단 

경험의 과정으로써, 기계 학습의 본질과 유사하다. 최근 의료 진단 

분야의 기계 학습은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F(Random Forest)나 

SVM(Support Vector Machine)와 같은 많은 고급 학습 방법들이 

개발되어 분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추세이다[4]. 뿐만 아니라, 

TCGA[5] 프로젝트와 GTEx[6] 프로젝트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들을 

활용하여 암종을 예측하기 위한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 향상될 

여지가 존재한다. 연구된 종양 샘플의 정보들로부터 특징을 연구하여 

알려지지 않은 암종을 직접 판단하여 의사 결정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계 학습을 활용한 암종 예측은 암종 진단 의사 결정 

능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전이 암은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된 전이성 악성 종양으로서 1차 

부위(Primary site)는 찾을 수 없다. 1차 부위의 암세포는 림프, 혈액 등 



 

 3 

다양한 수단으로 다른 장기로 유입된다.[7] 뿐만 아니라, 진단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 종양의 부위가 점막 등의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포착의 한계와 같은 이유로 종양의 조기 전이를 감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암 치료의 임상 단계에서는 1차 부위를 찾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1차 부위를 정확하게 찾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치료율을 

개선할 수 있다. 암 조직의 종류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생물학적 지식과 병리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암의 전이는 암 세포가 1차 발병 부위에서 림프관 또는 혈관과 

같은 수단으로 1차 부위와 같은 종류의 종양 형성을 지속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림프 전이, 혈관 전이가 일반적이고, 폐암은 약 50%가 

뼈로 전이되며,  28-33%가 간으로 전이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을 데이터로 선정하여 1차 

병변(lesion)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기계 학습 기반의 

모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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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TCGA 프로젝트는 방대한 양의 생물학적 데이터가 수집되어 

데이터베이스로 공개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대규모 분자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종양학 연구의 여러 측면에서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TCGA 프로젝트의 31개 암종에 대한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사용하여 

암종을 예측하는 기계 학습 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TCGA 프로젝트의 31개 암종에 대한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 암종의 정상 데이터와 GTEx 프로젝트를 통합하여 정상군과 환자군 

간의 차등발현유전자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차등발현유전자는 기계 

학습의 특징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분자 데이터 중 유전체 데이터는 

적은 샘플-높은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샘플 수에 비해 

유전자 수 비율이 큰 차이를 나타냄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관점에서 각 암종의 정상군과 환자군의 차등발현유전자를 

20개씩 선별하였다. 다양한 기계 학습 기법 중 적절한 기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나누어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학습에 사용된 기계 학습 기법들은 XGBoost, KNN, NB, SVM, RF를 

진행하였으며, 모델간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ACC, Precision, 

Recall, F1, AUC가 사용되었다. 또한 모델의 견고함을 높이기 위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종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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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방    법 
 

 

제 1 절 데이터의 획득 및 전처리 
 

본 연구는 유전자 발현을 기반으로 암 진단 및 암종 선별을 위하여 

TCGA의 암종의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선택하였다. 선택된 유전자 발현 

데이터는 유방암(BRCA : Breast invasive carcinoma), 

자궁내막암(UCEC : Uterine Corpus Endometrial Carcinoma), 

투명세포형 신세포암 (KIRC : Kidney renal clear cell carcinoma), 

폐선암(LUAD : Lung adenocarcinoma), 폐편평상피세포암(LUSC :  

Lung squamous cell carcinoma), 갑상선암(THCA : Thyroid 

carcinoma),  두경부암(HNSC : Head and Neck squamous cell 

carcinoma), 전립선암(PRAD : Prostate adenocarcinoma)을 포함하여 

총 31개의 암종으로 구분된다. 총 31개의 암종은 추후 기계 학습 

기법을 활용한 모델 개발을 위해 사용된다. TCGA 프로젝트는 다양한 

암종에 대해 다차원 데이터를 제공하며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발현(Gene Expression) 데이터를 사용한다. 

TCGA에서 제공하는 유전자 발현 데이터는 GDC 데이터 

포털(https://portal.gdc.cancer.gov/)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하지만 

GDC 데이터 포털을 경유하여 데이터를 획득할 경우 각 샘플별로 

다운받아 통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에서 활용 가능한 'TCGABiolinks’모듈을 사용하였다. 이 모듈을 

활용하여 TCGA에서 유전자 발현에 대한 모든 샘플이 통합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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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할 수 있었다. GDC 데이터 포털에서는 유전자 발현 값을 read 

counts, FPKM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read 

counts 포맷으로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하지만 샘플별로 시퀀싱 

데이터의 크기가 상이하고 유전자나 전사체의 길이에 따라 매핑된 

리드의 수도 차이가 본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정해주는 정규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트랜스크립트 길이(transcript length)의 

분포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TPM으로 정규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TPM은 

모든 샘플에 대하여 총 count수가 보정되었기 때문에 각 유전자에 어떤 

비율로 발현되었는지 알 수 있다. 

TCGABiolinks 모듈을 활용하여 TCGA의 31종에 대한 유전자 

발현 데이터는 총 11068명의 샘플을 포함하며 각 암종이 가지는 

정상군은 하나로 통합하였다. 뿐만 아니라, 암의 유전자 발현 데이터 

특징으로 정상군의 샘플 수가 불균형한것을 고려하여 GTEx의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추가하였다. GTEx는 인간의 유전자 발현, 조절, 유전적 

변이와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공급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이며 질환이 없는 환자의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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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 Type # Of samples 

Lung adenocarcinoma (LUAD) 533 

Breast invasive carcinoma (BRCA) 1102 

Lung squamous cell carcinoma (LUSC) 502 

Colorectal adnocarcinoma (COADREAD) 644 

Head and Neck squamous cell carcinoma (HNSC) 500 

Kidney renal papillary cell carcinoma (KIRP) 288 

Stomach adenocarcinoma (STAD) 375 

Cervical and endocervical cancers (CESC) 304 

Thyroid carcinoma (THCA) 502 

Esophageal carcinoma (ESCA) 161 

Prostate adenocarcinoma (PRAD) 498 

Ovarian serous cystadenocarcinoma (OV) 374 

Pheochromocytoma and Paraganglioma (PCPG) 178 

Liver hepatocellular carcinoma (LIHC) 371 

Sarcoma (SARC) 259 

Glioblastoma multiforme (GBM) 156 

Thymoma (THYM) 119 

Uveal Melanoma (UVM) 80 

Mesothelioma (MESO) 86 

Brain Lower Grade Glioma (LGG) 511 

Bladder urothelial carcinoma (BLCA) 414 

Uterine Corpus Endometrial Carcinoma (UCEC) 551 

Kidney Chromophobe (KICH) 65 

Testicular Germ Cell Tumors (TGCT) 150 

Kidney renal clear cell carcinoma (KIRC) 538 

Lymphoid Neoplasm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 
48 

Adenocortical carcinoma (ACC) 79 

Pancreatic adenocarcinoma (PAAD) 177 

Skin Cutaneous Melanoma (SKCM) 103 

Cholangiocarcinoma (CHOL) 36 



 

 8 

Uterine Carcinosarcoma (UCS) 56 

Total 9760 

[표1] TCGA 31개 암종에 대한 샘플 수 

 

TCGA에서 제공하는 각 샘플은 바코드(TCGA Barcode)를 가진다. 

이 바코드는 TCGA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생체샘플(biospecimen)을 

구분하기 위한 고유키이다. 이 바코드에는 어느 기관에서 어느 환자의 

어떤 샘플이 어떤 방법으로 분석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있다. 

뒤에서 진행될 기계 학습 모델 특징 선택에서 정상군과 환자군간의 

차이를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TCGA 바코드를 활용하여 샘플 

타입(Tumor or Normal)으로 구분하였다. 추가로 임상 정보가 누락된 

샘플은 제외하여 총 샘플 9760개와 유전자 56,602개로 구성되며, 

데이터의 포인트(샘플 x 유전자)수는 535,033,440로 매우 큰 

데이터이다. 

암의 전이에 대한 데이터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 Michigan Center 

for Translational Pathologty에서 분석을 수행한 MET500 코호트 

데이터를 채용하였다. MET500 프로젝트는 500명의 성인 환자로부터 

임상 수준의 전장 엑솜 시퀀싱과 전사체 시퀀싱을 수행하여 다양한 

계통과 생검 부위의 전이성 고형암에 대해 포괄적인 분자분석을 수행한 

데이터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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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TCGA 통합 유전자 발현 데이터의 분포 

 

 

 

 

 

제 2 절 특징 선택 
 

앞에서 데이터를 획득하고 전처리하여 얻은 데이터는 

535,033,440로 매우 큰 데이터이다. 56,602개의 유전자는 훈련에 

사용될 특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결과를 예측하는데 

상관 없는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computational cost의 증가와 

모델의 과적합을 초래할 수 있다. 56,602개의 유전자 중 결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유전자들을 선별하여 모델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모델의 분산을 줄임으로써 간소화된 모델을 통해 결과해석에 초점을 

맞췄다. 본 연구에서는 2단계로 나누어 학습에 사용될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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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한 개의 암종에 대한 차등 발현 유전자를 

도출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 환자와 정상인 등 비교 대상간의 유전자 

발현 차이를 비교하여 특징을 찾았다. 한 개의 암종에 대한 TCGA의 

환자군과 GTEx를 포함한 정상군으로 그룹을 비교하여 차등 발현 

유전자 계산을 위해, 생명과학 연구 분야에서 유전자 발현량을 서로 

비교하려는 목적을 가질 때 많이 사용되는 log2(FoldChange)를 

사용했다. Log2(FoldChange)의 값이 0이면 두 비교군은 같으며, 1,2,3 

이면 2, 4, 8배, -1,-2,-3이면 1/2배, 1/4배, 1/8배이다. 이렇게 계산된 

FoldChange의 값을 두 비교군 간의 차이가 높은 순서대로 상위 20개의 

유전자를 첫 번째 후보로 도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TCGA의 31개 암종에 대한 차등발현 유전자를 

통합하였다. 각각 20개의 유전자를 통합하여 중복된 유전자를 제거하여 

368개의 유전자를 두 번째 후보로 도출하였다. 따라서 공통된 유전자를 

제외한 최종 후보로 368개의 유전자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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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학습 방법 
 

본 연구에서는 Stratified 5-Fold 교차검증 기법를 사용하여 분류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K-Fold 교차검증 기법이란 전체 데이터셋을 

k개의 동일한 사이즈로 나누어 각각의 Fold 세트에 k번의 학습과 검증 

평가를 반복 수행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K-Fold 교차검증은 데이터의 

라벨이 불균형을 이룰 경우 라벨이 고르게 분포되어 나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Stratified K-Fold 교차검증 기법은 데이터의 라벨의 

불균형의 분포를 고르게 나누어 데이터가 한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분류 모델의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격자 탐색(Grid 

search)을 사용하여 3-fold 내부 교차검증을 수행했다. 격자 탐색은 

매개 변수에 넣을 수 있는 값들을 순차적으로 입력한 뒤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는 탐색 방법이다. 내부 교차검증은 오직 학습 데이터셋에서만 

수행되었다. 또한, 분류 모델은 최상의 성능을 달성하는 학습 데이터 

세트의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검증 데이터 세트의 성능을 평가했다. 분류 

모델의 성능은 교차검증 횟수의 평균을 측정했다. [표2]는 매개 변수를 

순차적으로 학습한 격자탐색의 영역과 최종 선정된 최적의 매개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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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Optimal value Search space 

colsample_bytree 0.6 [0.6, 0.7, 0.8, 0.9] 

learning_rate 0.1 [0.01, 0.05, 0.1] 

max_depth 2 [2, 4, 6, 8] 

min_child_weight 1 [1, 2, 3, 4] 

min_split_loss 0.1 [0.1, 0.2, 0.3, 0.4, 0.5] 

subsample 0.6 [0.6, 0.7, 0.8] 

 

[표2] 최종 선정된 XGBoost 매개 변수들과 GridSearchCV 영역 

 

 

 

[그림2] 분류 모델의 학습 및 검증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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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앞 장에서 수집 및 전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종의 1차 병변(primary lesion)을 구분하기 위한 기계 학습 기법으로 

총 5개의 기계 학습 기법들을 사용하였다. XGBoost, SVM(Support 

Vector Machine), RF(Random Forest), NB(Naive Bayes), KNN(K-

Nearest Neighbor) 기법들을 사용하였다. SVM은 회귀 또는 분류 

목적으로 사용되며 최근 좋은 성능을 보인다. 또한 SVM은 선형과 

비선형 데이터 모두 작동할 수 있으며 복잡성이 높은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사용된다.[9] 데이터 공간 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초평면(hyperplane)을 찾는 방법으로써, 초평면을 찾기 위해 

데이터 포인트간의 경계가 최대가 되도록 한다. RF는 다수의 결정 트리 

분류기에 적합한 앙상블 기반의 기계 학습 알고리즘이다.[10] 트리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델을 잘 일반화할 수 있지만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NB는 베이지안 정리와 특성 조건의 독립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간단한 기계 학습 기법이다.[11] KNN은 회귀 

또는 분류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사전 모델링이 없어 SVM이나 선형 

회귀보다 빠른 Lazy 모델이다.[12] 

XGBoost 알고리즘은 여러 개의 약한 결정트리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앙상블(Ensemble)의 부스팅 기법 중 하나로 약한 예측 

모델들의 학습 에러에 가중치를 두고 순차적으로 다음 학습 모델에 

반영하여 예측 모델을 만든다. 전통적인 부스팅 트리 모델은 1차 

미분정보만 사용되는데, n번째 트리를 훈련할 때 이전 n-1개의 잔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산 학습을 시행하기 어렵다. XGBoos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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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함수로부터 2차 테일러 확장을 수행하고 병렬 컴퓨팅을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XGBoost는 과적합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매개 변수를 제공한다.  

"n estimators" 매개 변수는 boosting 라운드를 설정한다. 다른 

기계 학습 기법의 epoch와 동일하다. 기본값은 100이며, 본 연구에서는 

500으로 설정하였다. "early stopping rounds" 매개 변수는 "n 

estimators"에가 지정한 횟수만큼 학습을 수행하다가 학습오류가 더 

발생하지 않는다면 학습을 멈출 수 있어 "n estimators"가 높을 경우 

과적합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100으로 설정하여 

100번동안 검증손실에 진전이 없다면 학습을 멈춘다. "max_depth" 매개 

변수는 한 트리의 최대 깊이를 설정하여, 2n개의 리프 노드가 생기며 

너무 큰 값을 지정하면 모델의 복잡도가 커져 과적합되기 쉽다. 

"min_child_weight" 매개 변수는 child 에서 필요한 모든 관측치에 대한 

가중치의 최소 합을 의미하며, 값이 샘플수보다 작으면 leaf node가 

된다. "colsample_bytree" 매개 변수는 각 트리마다 특징의 샘플링 

비율을 의미한다. 특징이 많을 경우 범위를 조절하여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다. "min split loss" 매개 변수는 트리에서 추가적으로 리프 노드를 

분할할 지 결정할 최소 손실 감소 값이다. 마지막으로 "subsample" 

매개 변수는 각 트리마다 데이터 샘플링 비율을 결정하여 과적합을 

방지한다. 

앞서 언급한 매개 변수 조정은 과적합된 모델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매개 변수들의 값이 클 경우 이상점을 학습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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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매개 변수들의 값이 매우 크다면 

과소적합(under-fitting)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최종 모델에서는 매개 

변수들의 최적값들을 찾아 이상점을 포함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XGBoost와 같은 결정트리의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면 학습된 

모델에서 특징 중요도(feature importance)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입력되는 모든 특징들은 점수에 따라 정렬되며 특징 중요도 

점수가 큰 특징을 모델에 대한 해석을 위해 사용하여 특징의 중요도를 

보았다.[그림3] 

 

 

 

[그림3] XGBoost 모델 상위 10개의 feature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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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string 방식으로 학습된 모델은 그림과 같이 단계마다 하나의 

트리가 생성된다. 즉, [그림4]와 유사한 트리가 단계마다 존재한다. 

그러나 XGBoost의 특징 중요도(feature importance)의 순서가 

결정트리의 분기 기준 변수 순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정트리는 각 

자식노드의 유사도와 Information Gain 중 Information Gain을 

기준으로 노드와 분기 기준을 선정하지만, 특징 중요도는 분류 에러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따라서 결정트리의 깊이가 달라지면 정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징 중요도도 달라질 수 있다. 

 

 

 

 

[그림4] XGBoost 모델이 생성한 최종 의사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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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성능 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계 

학습 모델 성능 평가지표를 활용하였다. 개발된 분류 모델은 손실 

최소화 함수로 각 클래스 범주에 속하는 예측 확률을 반환하는 

multiclass의 softprob 함수를 사용하였다. Softprob 함수는 각 

클래스가 참일 확률을 반환하는 함수로써 각 클래스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즉, 각 클래스가 참일 확률 중 최대값을 채택하여 

예측 값을 선정한다.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AUC, Recall, Precision, 

ACC, F1-score을 사용하여 XGBoost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TP와 

TN는 각각 진양성(Ture Positive)와 진음성(True Negative)의 수를 

나타내고, FP와 FN은 각각 위양성(False Positive)와 위음성(False 

Negative)의 수를 나타낸다. 

- ACC는 전체 샘플 수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TP과 TN)되는 특정 

클래스의 양을 결정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된다. 

𝐴𝐶𝐶 =
𝑇𝑃 + 𝑇𝑁

𝑇𝑃 + 𝑇𝑁 + 𝐹𝑃 + 𝐹𝑁
 

- Precision는 예측된 모든 positive 샘플에서 정확하게 예측된 

positive 샘플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𝑃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 =
𝑇𝑃

𝑇𝑃 + 𝐹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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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all은 모든 실제 positive 샘플에서 정확하게 예측된 positive 

샘플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𝑅𝑒𝑐𝑎𝑙𝑙 =
𝑇𝑃

𝑇𝑃 + 𝐹𝑁
 

- F1-score는 Precision과 Recall의 조화평균으로 분류 클래스 

간의 데이터가 불균형을 이룰 때 사용된다. F1-score는 Precision과 

Recall을 조합하여 통계값으로 반환하게 되는데 Precision과 Recall이 

0에 가까울수록 F1-score도 동일하게 낮은 값을 반환하도록 하기 위해 

조화 평균이 사용됐다. 따라서 F1-score 값이 높으면 Precision과 

Recall 모두 높은 성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𝐹1 = 2 ∗
𝑃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 ∗ 𝑅𝑒𝑐𝑎𝑙𝑙

𝑃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 + 𝑅𝑒𝑐𝑎𝑙𝑙
 

 

- AUC(Aera Under the Curve)는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 아래의 영역이다. AUC는 다양한 분류 임계값에서 

모델의 분류 성능에 대한 측정 그래프를 의미한다. 따라서 AUC가 

높다면 모델의 분류 성능이 훌륭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ROC 곡선은 

x축으로 1-특이도(FPR), y축으로 민감도(TPR)을 따라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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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제 1 절 결과 
 

본 연구에서는 5-Fold 교차검증을 사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아래 표는 각각의 5개의 평가 지표를 평균낸 값이다. 아래 [표3]에서 

보듯이 XGBoost 기법이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암종 분류 성능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KNN, RF, SVM, NB 순으로 높은 성능을 보였다. 

5-Fold 교차검증의 결과를 통해 모델의 신뢰성과 견고성을 입증하였다. 

SVM은 RF, NB 알고리즘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ACC Precision Recall F1 AUC 

XGBoost 0.957 0.958 0.957 0.957 0.978 

RF 0.803 0.966 0.803 0.858 0.898 

NB 0.787 0.800 0.787 0.785 0.890 

SVM 0.801 0.824 0.801 0.799 0.897 

KNN 0.858 0.859 0.858 0.856 0.927 

 

[표3] 5-Fold 교차검증을 실시한 모델의 성능지표 

 

 

 

  



 

 20 

 

각 샘플에 대한 예측된 암 유형을 실제 암 유형과 비교하였다. 

예측된 암 유형이 실제 암 유형과 일치할 경우 이는 참양성(true 

positive)이며, 예측된 암 유형이 실제 암 유형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는 

거짓양성(false positive)로 간주된다. 각 암 유형에 대해 민감도는 

분석된 총 양성 표본에 대한 실제 양성 결과의 비율로 정의되었으며, 

특이성은 (1-거짓양성)과 (전체 테스트 결과 - 전체 양성)으로 

정의되었다. 모델의 분류 결과를 더 잘 측정하기 위해 수평측을 민감도, 

수직측을 특이성으로 취했고, 아래 그림에와 같이 A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을 그렸다. XGBoost 학습 모델은 각 

암종의 1차 병변 분류에 대하여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준다. [그림5, 

6] SVM, KNN, RF, NB 모델 중 SVM은 XGBoost와 유사하게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KNN, RF, NB 모델 순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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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XGBoost 분류 모델의 분류 라벨 AUC의 비교 

 

 

[그림6] RF, SVM, NB, KNN 분류 모델의 분류 라벨 AUC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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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임상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학습된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잘 

맞추는 모델이 아닌,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실제 데이터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이다. 실제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선정하여 학습된 분류 

모델의 과적합 여뷰를 검증하고 일반화 오류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를 모델의 

테스트 데이터로 선정하였다. 학습에 포함되지 않은 MET500와 TCGA 

프로젝트의 전이암 샘플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류 예측을 위한 샘플의 

라벨링 작업을 진행하였다.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의 성능 측정은 

앞선 성능 측정방법과 동일하다. 아래의 [표4]는 최종 생성된 5개의 

기계 학습 분류 모델의 테스트 데이터 성능 측정 결과이다. ACC, 

Precision, Recall, F1, AUC 모든 성능지표에서 XGBoost 분류 모델이 

F1 0.864, AUC 0.917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다. 앞선 5-Fold 

교차검증과 비교하였을 때, XGBoost 분류 모델이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RF, SVM 분류 모델은 KNN, NB 분류 모델보다 

종합적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모델이 과적합 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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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 Precision Recall F1 AUC 

XGBoost 0.841 0.903 0.841 0.864 0.917 

RF 0.323 0.884 0.323 0.422 0.643 

NB 0.634 0.847 0.634 0.713 0.812 

SVM 0.392 0.719 0.392 0.411 0.680 

KNN 0.752 0.853 0.752 0.785 0.871 

[표4]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한 분류 모델의 성능지표 

 

 

 

제 2 절 고찰 
 

전반적으로, 본 연구는 암종 진단 분류에 대한 대표적인 기계학습 

기법들의 성능을 조사하고 XGBoost가 실제로 강력한 예측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전히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존재했다. 그 중 하나는 TCGA 프로젝트의 각 암 유형에 

대한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의 

방법을 적용하여 다른 암 유형과 더 큰 샘플로 확장하는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 고려 가능한 주요 측면으로는, 

단일염기 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 SNP) 또는 메틸화 

데이터를 사용하여 종양 전이의 일차적 병변을 추론하기 위한 예측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유전형의 차이가 유전자의 

산물인 단백질의 기능 및 구조의 차이가 아닌, 유전자 발현에 차이를 

미쳐 표현형에 영향을 준다는 eTQL(Expression Quantitative trait 

loci)로 일차적 병변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한 발견은 각 암 유형에 대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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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를 가지며, 종양의 위치가 원발성인지 전이성인지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계 학습 기반의 방법은 임상에서 실체 

병리학적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보다 유익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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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gnostic classification of Solid 

Tumor Types Based on XGBoost 
 

Jeong Jinwoo 

Healthcare Management and Informa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Studies have recently been conducted to analyze 

genetic data such as gene expression to reveal the mechanisms of 

diseases. Various types of carcinomas have distinct expression 

profiles for specific genes, and the difference can be trained by 

machine learning models and used to classify carcinomas. Recently, 

advanced learning methods have been developed in the field of 

medical diagnosis and are used to solve classification problems, but 

there is still need for improvement in the field of judging carcinomas 

by studying characteristics from tumor samples. Cancer of unknown 

primary site (CUP) is a well-known clinical disease that accounts for 

3-5% of all malignant epithelial tumors, but is characterized by 

aggressive disease accompanied by early metastasis. In addition, 

patients diagnosed with CUP have histologically combined 

metastases for which the clinician cannot identify the primary site of 

the tumor. Although the primary site cannot be identified due to 

clinical or technical insufficiency, tumors in the primary site may 

regress or remain in a resting state, and malignant metastasis may 

metastasize to secondary organs early. Therefore, it is particul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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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to find the primary site in the clinical stage of cancer 

treatment. In this study, a machine learning-based carcinoma 

classification model was developed to more accurately diagnose the 

primary site by selecting the gene expression profile. 

 

Methods: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based on the gene 

expression profile and featured genes were extracted and selected 

as training data for the machine learning model. The featured genes 

were selected as a feature of the differential expression gene 

between each carcinoma group and the normal group. A total of five 

machine learning techniques, XGBoost, KNN, NB, SVM, and RF, were 

used to select appropriate techniques among the various machine 

learning techniques, and ACC, Precision, Recall, F1, and AUC were 

used as metrics to compare performance between models. In addition, 

in  order to test the overfitting of the generated model, validation 

was performed using test data not used for training. 

 

Results: As a result of comprehensive evaluation of performance 

using cross-validation, the XGBoost model showed the most stable 

and high carcinoma classification performance. The XGBoot 

classification model showed the most stable performance as a test 

data by selecting projects conducted with data not used for model 

training, while SVM, RF based classification models did not show 

stable performance than KNN, NB based classification models and 

the overfitting of the model could be suspected. Overall, it can be 

confirmed that XGBoost is one of powerful algorithm in the 

classification of cancer diagnosis. 

 

Keywords : XGBoost, ML, cancer genomics, classific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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