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바이오정보학의 대두 이래, 생체 내의 기작을 시스템 

모델로 기술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특

히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래, 유전자 사이의 기능적 관

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

야 중 하나이다. 그러한 유전자 사이의 관계 분석을 위

해, 유전자 발현 정보가 많이 활용되어져 오고 있다.

  유전자 발현 정보를 이용하여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를 

모델링하고자 하는 연구는 정적 시스템 모델링과 동적 

시스템 모델링으로 나뉠 수 있다. 그 중 동적 시스템 모

델링은 시간 변화에 따른 유전자 사이의 조절 기작을 기

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적 

시스템 모델은 정적 시스템 모델에 비해 내재된 매개변

수의 수가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는 네트워크 구조

의 복잡도 증가와 함께 대상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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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S-System 모델과 같은 동적 시스템 모델이 활용될 수 

있는 대상 시스템의 규모는 불과 수 개의 변수로 기술되

는 작은 규모의 시스템들로 제한되어져 왔다.

  n개의 유전자 X1,X2,...,Xn 으로 이루어진 유전자 조

절 네트워크를 S-System 모델을 이용해 기술하는 경우, 

유전자 Xi 발현 양의 단위 시간당 변화량은 다음의 식으

로 표현된다.

dXi
dt

=αi∏
n

j=1
X
gij
j -βi∏

n

j=1
X
hij
j

  이러한 형태의 S-system 모델 학습을 위해 매개변수

의 탐색에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

으며 [1][2], 또한 보다 큰 규모의 시스템 학습과 매개

변수 학습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유전자 알고리즘 또한 

제안되었다 [3]. 그 외에도 data collocation을 이용한 

진화적 최적화를 이용한 방법도 제안되었다 [6]. 그러나 

학습할 수 있는 대상 시스템은 여전히 5개 정도의 적은 

변수를 갖는 시스템만으로 제한되어지고 있다. 보다 많

은 변수들 사이의 S-system 학습을 위한 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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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System 모델은 동적 시스템을 기술하기 위한 여러 모델 중의 하나로서, 높은 표현력으로 인해 다양
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S-System 모델이 갖고 있는 많은 매개변수는 목표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데에 있어 고려해야 할 탐색 공간의 넓이를 크게 증가시키는 단점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고려될 수 있는 변수의 수는 극히 적은 수로 제한되어져 왔다. 일반적인 S-System 모델의 경우, n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데 결정되어져야 할 매개변수의 수는 O(n2)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내의 변수들을 서로간의 연관 정도에 따라 클러스터링하고, 클러스터 사이의 동적 모델링을 통해 

고려하는 매개변수의 수를 O(kn) (k≤n)으로 줄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매개변수 값의 탐색을 위해 유
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제안된 방법이 기존의 방법으로는 학습할 수 없었던 규모의 S-System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님을 보인다.



전체 system을 한번에 추적하지 않고 각 변수별로 나누

어 추적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7][8].

  본 논문에서는, S-system 모델을 이용한 보다 큰 규

모의 유전자 네트워크의 동적 모델링을 위한 기법으로서 

클러스터링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제안한 방법은 탐색하는 매개변수의 수를 원래의 

O(n2)에서 O(kn) (k≤n)으로 줄여 학습하며, 그 결과 기

존의 유전자 알고리즘만으로는 학습하기 힘들었던 규모의 대상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음을 보인다.

2. 제안된 대규모 S-System 모델 학습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대규모 S-System 모델 학습

을 위해 클러스터링으로 문제의 크기를 제한하고 유전자 알고

리즘을 이용해 S-System 모델의 매개변수 값을 탐색한다. 유

전자 조절 네트워크의 S-System 모델링을 위해 시계열 발현 

데이터가 입력으로 주어지며, 이 때 제안된 방법의 절차는 다

음과 같다:

Step 1 : 유전자 발현 데이터의 계층적 클러스터링

Step 2 : 최대 k(≤n)개의 하위 노드만을 갖도록 클러스

터 계층 구조의 재구성

Step 3 : 계층 구조의 상위 레벨에서 하위 레벨로, 클러스

터들 사이의 S-system 학습

Step 4 : 상위 레벨의 S-system 모델을 반영한 하위 레벨 

클러스터 사이의 S-system 학습

  유전자 발현 데이터의 계층적 클러스터링은 일반적인 응집형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한 클러스터가 갖는 

하위 노드 클러스터의 수를 k(≤n)개로 제한하기 위해 계층 

구조를 재구성하는 과정은 기존 계층 구조에서 적절한 레벨을 

선택해 그 사이의 레벨을 없애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한 

클러스터가 갖는 하위 노드 클러스터의 수가 k개로 제한되는 

경우, 한 클러스터 내부에서의 S-system 모델 학습은 k개의 

변수를 갖는 S-system 모델 학습 문제가 된다. 따라서 전체 

n개의 변수를 갖는 S-system 모델 학습을 보다 적은 k개의 

변수만을 갖는 S-system 모델 학습 여러 번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클러스터간 S-system 모델 학습 과정에서는 각 클러스터 내

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발현 값의 평균을 구해 대푯값으로 사

용한다. 또한 상위 레벨의 S-system 모델을 하위 레벨 클러스

터 사이에 반영하기 위해, 상위 레벨 클러스터의 대푯값을 하

위 레벨 클러스터에 ‘추상 노드’로서 삽입한 후 클러스터 내의 

S-system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2.1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클러스터간 S-system 모

델 학습

  클러스터간 S-system 모델 학습을 위하여, 각 클러스터들에 

속한 유전자들의 발현 평균값을 해당 클러스터의 대푯값으로 

이용한다. 얻어진 유전자 시계열 발현 데이터를 이용하여, 

S-system 모델의 매개변수 탐색에 다음과 같은 만족도 값을 

이용한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3].

E= ∑
n

i=1
∑
T

t=1(
X'i(t)-Xi(t)

Xi(t) )
2

+cnT{∑
i, j
|gij|+ ∑

i, j, i≠j
|hij|}

Fitness=
1
E

  n은 S-system 모델 내에 존재하는 변수의 수이며, T는 시

계열 데이터 중 평가에 사용되는 값의 샘플링 포인트의 수이

다. X'i(t)는 현재 학습된 모델에서의 변수 Xi의 시간 t에서

의 발현 값이며, Xi(t)는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변수 

Xi의 시간 t에서의 발현 값이다. E의 우측 변의 첫 번째 텀은 

학습된 모델의 시계열 데이터와 원래 시계열 데이터 사이의 차

이를 반영하며, 두 번째 텀은 S-system 모델에서의 지수 매개

변수가 0에서 멀 수록 에러를 증가시킴으로서 성긴 네트웍 형

태를 갖는 S-system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 c
는 가중치를 나타낸다.

2.2 하위 레벨 클러스터의 S-system 모델 학습

  클러스터간 S-system 모델 학습에 의해, 클러스터 Cj가 클

러스터 Ci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별되었다고 가정하자. 서

로 다른 클러스터에 속한 변수들 사이의 모델 연결을 위해 Ci 

내부에 있는 변수들 사이에서의 S-system 모델 학습 과정에

서, Cj 내부에 있는 변수들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고

려한다. 이를 위해 Ci 내부의 변수들 사이의 S-system 모델 

학습시 Cj의 대푯값을 반영하는 추상 노드 ACj
를 Ci 내부에 

포함시켜 S-system 학습을 수행한다. Ci 내부의 한 변수 Xk
의 변화량은 학습된 S-system 모델에서 다음과 같이 추상 노

드 ACj
를 포함하여 표현될 수 있다.

dXk
dt

=α kX
gk1
1 ×...×A

gkCj
Cj-β kX

hk1
1 ×...×A

hkCj
Cj

  Cj={Xl,Xl+1,...,Xl+k-1}일 때, 추상 노드 ACj
에 의한 

Xk에의 영향은 A
gkCj
Cj

와 A
hkCj
Cj

를 각각 다음 식의 형태와 같이 

재구성함으로서 Cj에 속한 변수들에 의한 Xk에의 영향으로 

표현될 수 있다.

A
gkCj
C j =X

gl
l ×X

gl+1

l+1×...×X
gl+ k-1

l+k-1

A
hkCj
C j =X

hl
l ×X

hl+1

l+1×...×X
hl+ k-1

l+k-1

  위 식을 만족시키는 지수 매개변수 g와 h를 각각 찾기 위

해, 좌변과 우변의 시계열 유전자 발현 값이 보다 잘 일치하게 

하는 매개변수 값을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탐색한다. 이

를 위해 다음 식으로 표현되는 만족도 값을 이용한다.

E=∑
T

t=1(A
gkCj
Cj
(t)- ∏

k-1

m=0
X
gl+m
l+m )

2

Fitness=
1
E

2.3 추상 노드의 선택적 활용

  상위 레벨의 클러스터들 사이에서의 상호 조절 관계를 하위 

클러스터 레벨에 전달하기 위해, 조절자 역할의 클러스터를 추



상 노드화 하여 조절되는 클러스터 내부에 대표 변수로 넣는 

과정을 앞 섹션에서 언급하였다. 이 때 한 클러스터 내부에 추

가되는 추상 노드의 수가 많을수록 S-system 모델 학습의 비

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러스터 

Ci에 대한 조절자 역할의 클러스터 중 높은 조절도 값을 갖는 

p( < k)개의 클러스터만을 선택하여 추상 노드로 사용한다. 이 

때 한 클러스터 Ci에 대한 클러스터 Cj의 조절도 값 dij는 학

습된 클러스터간 S-system 모델에서의 지수 매개변수 값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dij=|gij|+|hij|

  약한 조절 관계를 고려하지 않기 위해, 미리 정해진 경계값 

θ보다 큰 조절도를 갖는 p개의 클러스터만을 추상 노드화할 

대상으로 선택한다.

3. 실험 및 결과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10개의 변수를 갖는 

S-system 모델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학습 대상으로 사용하였

다 (Table 1).

Table 1: 10개 변수를 

지니는 벤치마크 

S-system 모델

dX 1

dt
=0.12X1.4

9 -2.5X2.84
2

dX 2

dt
=0.35X

3
2-4.64X0.62

7

dX 3

dt
=0.47X

2.7
2 -8.44X2.87

3

dX 4

dt
=2.96X-0.44

6 -14.99X0.62
4

dX 5

dt
=1.36X3

6-15X1.2
2 X

1.12
5

dX 6

dt
=3.63X3

5-10.4X0.98
6 X 7

dX 7

dt
=3.23X2.01

2 X
3
4X

2.46
6 X

1.29
7 X

1.95
9

-14.51X2.26
7

dX 8

dt
=0.04X

-2.5
2 -13.25X1.31

2 X
0.94
8

dX 9

dt
=0.44X0.65

5 -13.67X1.7
9

dX 10

dt
=0.23X-2.71

2 X1.77
9 -10.72X1.64

10

Table 2: 학습된 

S-system

모델

dX 1

dt
=0.52X1.8

1 X
1.34
2 -3.63X2.05

2

dX 2

dt
=3.04X

0.27
2 -4.6X0.26

2

dX 3

dt
=0.28X

3
2-8.19X2.98

3

dX 4

dt
=1.87X-0.5

6 -14.67X0.77
4

dX 5

dt
=-12.79X1.33

2 X
1.24
5

dX 6

dt
=0.11X3

1X
2.69
8 -9.93X0.99

6 X
1.12
7

dX 7

dt
=15X3

5X
3
6-13.81X2.24

7

dX 8

dt
=0.02X1.48

1 X
-3
2 X

-2.02
5 X-2.83

6 X3
8

-15X2.06
2 X

1.11
8

dX 9

dt
=0.16X0.62

5 X
-0.4
9 -13.01X1.76

9

dX 10

dt
=0.02X-3

2 -10.16X1.69
10

  벤치마크 S-system 모델로부터 각기 다른 10개의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여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조건은 다음과 같다. 평가를 위한 샘플링 포

인트 값 10, 유전자 알고리즘에서의 크로모좀 수 65, 유전자 

알고리즘의 최대 세대 수는 35,000, α와 β 값은 0에서 15사

이로 제한하였으며, 지수 매개변수인 g와 h의 값은 -3에서 3 

사이로 제한하였다. 적합도 값에 사용되는 가중치 c는 0.15로 

하였으며, 제안된 방법에서의 k값은 5로 하였다. 조절도 경계

값 θ는 0.3, 최대 추상 노드의 수 p는 4로 하였다.

  동일한 데이터에 대하여 총 세 번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계층적 클러스터링에 의해 다음과 같은 클러스터링 결과가 사

용되었다.

C1={X2,X4,X7}, C2={X3}, C3={X9,X10}, 

C4={X1,X5,X6,X8}

C5={C2,C3,C4}
Root ={C1,C5}

  세 번의 실험 결과, 0이 아닌 지수 매개변수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의 recall 및 precision 값의 평균은 각각 60.7%와 

60.2%였다. Table 2 에서는 세 번의 실험 중 하나의 결과를 

보여 준다. Table 1의 벤치마크 S-system 모델 내에 존재하는 

모두 28개의 0이 아닌 지수 매개변수 중, 19개가 학습된 

S-system 모델에서 0이 아닌 지수로 결정되었으며 이것은 

68%의 리콜 비율이다. 또한 학습된 모델에 존재하는 30개의 0

이 아닌 지수 매개변수 중 19개가 정확한 0이 아닌 지수 값이

므로 63%의 precision값을 보인다. 이 결과의 경우 전체 200

개의 지수 매개변수 중 180개가 0인지의 여부가 정확하게 결

정되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된 방법이 대규모 동적 시스

템 모델링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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