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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주기 자동화 분석을 위한 최적의 분류 알고리즘 검출
나예지*, 이상준**, 왕창원*, 정화영*, 호종갑*, 민세동*
순천향대*, 선문대**

Detection of optimal recognition algorithm for automated analysis of cell cycle
Ye-Ji Na*, Sang-Joon Lee**, Chang-Won Wang*, Hwa-Young Jeong*, Jong-Gab Ho*, Se-Dong Min*
Soonchunhyang University*, SunMoon University**

–최근 세포 이미지 분석을 자동화 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머신러닝과 함께 수행되어 연구자의 개
입 없이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현미경
으로부터 얻은 세포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여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
즘을 적용해보고, 세포 주기 분류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분류 알고리즘
을 검출하고자 한다.
Abstract

1. 서

론

생물정보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조직세포의 세포학적 현상을 발견하기
위해 현미경을 주로 사용한다. 최근 형광 현미경 이미지 분석에 대한 요
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생체 세포 내 일어나는 현상들을 영상을 통
해 직접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
형광 이미지를 통한 분석은 현재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 살
아있는 세포를 실시간으로 트래킹하기 위한 연구[3,4] 및 줄기세포 계수
[5], 세포 분열 패턴의 인식[6] 및 세포 주기 분석[7] 등 각종 세포생리
학적 현상 발견을 위해 현미경 장비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형광 현미경은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실에서
는 하나의 장비만을 배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자들은 형광
현미경으로 촬영한 수백여 개의 세포 경향 파악을 위해 직접 육안으로
분석을 수행하며, 이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한다. 하지만 장기간
의 분석으로 현미경 장비가 독점될 경우 다른 연구자들의 실험 진행에
막대한 피해가 갈 수 있다. 따라서 현미경 장비로부터 촬영한 세포 이미
지를 개인용 PC 및 모바일에서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
구된다.[8]
현재 상용 세포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는 특정 현미경 장비와 함께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가의 비용으로 인해 규모가 큰 일부 연구소
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연구
자가 수동으로 설정해주어야 하는 변수 값들이 존재하는데, 숙련된 연구
원들은 각자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설정하기 때문에 결과
데이터가 개인마다 상이하다.
이에 따라, 세포 이미지의 자동 분석을 위해 최근 컴퓨터에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을 적용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9-11] 세포 데이
터는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공통성을 갖는 세포끼리 군집분석을 실시한
다면 집단 별로 가지는 특성 및 관계를 분석 할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광 현미경으로 촬영한 세포 이미지를 기반으
로 각 세포의 주기를 자동으로 군집화 및 분류해주는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하여, 1차적으로 이미지의 특징 정보를 추출하여 다양한 기계학
습 분류기에 데이터를 적용해보고 그 성능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
다.
2. 본

부인 M기의 단계로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형광 현미경으로 세포를 촬
영하기 위해서는 형광 시약을 사용하여 세포를 염색하는 과정이 필요하
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세포를 관찰하기 위한 형광 시약인 DAPI 용액
으로 MKN-28세포를 염색시켰다. 이후 그림 1에서와 같이 형광 현미경
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a) 컨포칼 현미경
‘출처: ZEISS사의 LSM700’

(b) MKN-28 세포
이미지

<그림 1> Confocal 현미경으로부터 얻은 MKN-28 세포
2.2 이미지 특징 추출

현미경으로부터 얻은 이미지에서 그림 2의 (a)~(d)에 나타낸 과정을
거쳐 특징 값을 추출하였다. 주기를 분류하기 위한 특징 값은 각 세포의
크기 정보(Area), 형광 강도(Intensity), 평균 형광 강도의 값
(Avg_Intensity), 최대 형광 강도 값(Max_Intensity), 그리고 최소 형광
강도 값(Min_Intensity)으로 설정하였다. 이미지에서 위의 5가지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영상 처리 과정을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다.

(a) 그레이 스케일 및 역변환

(b) 이진화

(c) 워터쉐드 분할

(d) 라벨링 및 경계선 추출

론

2.1 세포 이미지 획득

실험에 사용된 세포는 MKN-28 세포로, 몽골의 70세 여자 노인의 위
암세포이다. 세포 이미지는 Laser Scanning Confocal Microscope (Carl
Zeiss LSM 700, Jena, Germany) 장비로 촬영되었다. 위 장비의 해상도
는 sms 72 DPI이고, 촬영 배율은 200배로 촬영하였으며 촬영된 이미지
는 512x512 크기의 16bit TIFF 파일이다.
본 실험에서의 목적은 암 세포에 특정 약물을 처리 시, 세포의 분열
과정을 확인하여 약효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MKN-28
세포에 항암제로 많이 쓰이는 Doxorubicin 약물을 처리하여 세포 주기
를 관찰하고자 한다. 세포 주기는 분열기(M phase)와 간기(Interphase)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기는 다시 DNA가 복제되는 S기와 휴지기인 G1,
G2기로 구성된다. 세포의 주기는 형광 강도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후반

<그림 2> 영상 전처리 과정

먼저 입력된 칼라 영상을 그레이 스케일 처리하였으며, 잡음 제거를
위해 이미지에 Mean 필터를 적용한 후 그림 2의 (a)와 같이 역상 처리
하였다. 그림 2의 (b)에서는 컴퓨터가 세포를 객체로써 인지할 수 있도
록 적응적 임계값 설정 알고리즘인 오츠(Otsu) 이진화를 수행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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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된 이미지에서 여러 세포들이 하나로 겹쳐있는 영역은 영상 분할
알고리즘인 워터쉐드(Watershed) 방법을 적용하여 그림 2의 (c)와 같이
단일세포로 분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미지 내의 세포 개수 및
intensity 값, 크기 정보를 얻기 위해 라벨링(Labeling)을 수행하였으며,
라벨이 붙여진 각 세포의 경계선을 추적하였다. 그림 2의 (d)는 원래의
칼라 이미지를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한 영상에 추출된 경계선을 함께
표시한 결과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영상에서 5가지 특징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2.3 세포 군집화

기계학습 분류기를 적용하기 전에 먼저, 이미지에서 추출된 각 세포의
특징들을 유사성에 의해 묶기 위해 군집화를 수행한다. 군집화는 계층적
(hierarchical) 방법과 비계층적(non-hierarchical) 군집방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비계층적 군집 방법 중의 하나인 K-평균법으로 군집화 하
였다. K-평균법은 군집의 개수를 계층적 군집방법으로 먼저 정하고 K평균법을 이용하여 개체를 재배치 할 수 있어 세포 데이터와 같이 여러
개체들에 대한 군집방법으로 유용하며 오차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이다.
다음 표 1에 군집의 수를 4개로 정하고 K-평균법을 이용하여 군집화
된 세포의 개수 및 비율을 나타냈다.
<표 1> K-means 방법으로 군집화한 결과

룹a
그룹b 그룹c 그룹d
이미지 세포 개수 그(G1)
(S)
(G2)
(M)
control 67개 26개(39%) 19개(28%) 9개(13%) 13개(19%)
treated 188개 35개(19%) 48개(26%) 63개(34%) 42개(22%)
표 1에서의 이미지는 MKN-28세포에 아무 물질도 처리하지 않은
control 이미지와, Doxorubicin 약물을 처리한 treated 이미지 두 가지
종류에 DAPI염료를 염색시켜 컨포칼 현미경으로 촬영한 여러 장의 샘
플 이미지 중 하나의 대표 이미지이다. 두 종류의 이미지에서 추출한 각
세포는 서로 유사한 특징 값을 기반으로 그룹 a~d의 군집으로 군집화
되었으며, 이는 차례대로 G1기, S기, G2기, M기를 나타낸다. control 이
미지의 군집화 결과는 세포 주기 단계 별로 G1기에 해당하는 세포가
39%, S기에 해당하는 세포가 28%, G2기 13%, M기 19%로 나타났으며,
treated 이미지의 군집화 결과는 G1기 19%, S기 26%, G2기 34%, M기
22%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control 이미지에 비해 treated 이미지에서
의 세포 주기 분포가 후반부인 G2기와 M기에 많이 군집되어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MKN-28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Doxorubicin
약물 처리로 인해 treated 이미지의 DAPI의 염색 강도가 상대적으로 증
가했다고 볼 수 있다. 두 이미지에 k-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군집
화 한 결과 오차제곱합(sum of squared errors)은 5.538로 나타났다.
2.4 기계학습 분류기 성능 분석

군집화로 인해 각 군집으로 묶인 세포들은 기계학습의 분류 방법으
로 세포 주기를 분류했으며, 분류 알고리즘의 결과와 정확도를 기준으로
성능을 비교하였다. 데이터 분류(Classification) 기법은 이미 분류된 집
단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새로운 객체가 입력되었을 때, 어떤 집단
으로 결정될지 테스트하는 작업이다. 현재 제안된 여러 가지 머신러닝
분류 모델 중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5가지 분류기인 RF(Random
Forest), NB(Naive Bayes), KNN(K-Nearest Neighbor), SVM(Support
Vector Machine), MLP(Multilayer Perceptron) 를 물질 처리 되지 않은
이미지에 적용한 결과를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표 2> 5가지 기계학습 분류기의 세부 정확성

Classifier TP rate FP rate Precision F-measure
RF
86.6%
4.6%
88.3%
86.7%
NB
86.6%
4.1%
87.5%
86.6%
KNN 80.6%
6.9%
81.1%
80.5%
SVM 95.5%
1.1%
95.6%
96.1%
MLP 92.5%
1.9%
93.8%
92.7%
SVM 분류기에서는 분류 정확도가 96.1%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
며, 다음으로는 MLP 분류기가 93.8%로 나타났다. Decision Tree 모형
을 기반으로 예측오차를 줄이는 방법인 RF 분류기의 정확도는 88.3%로
가장 높은 KNN 분류기에 비해 약 7.8% 낮게 나타났다. 한편 81.1%로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인 분류기는 KNN 이다.
3. 결

로 군집화 한 후, 5가지 기계학습 분류기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
한 분류기 중 SVM 분류기에서 분류 정확성이 96.1%로 다른 4개의 분
류기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세포 분석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연구자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이미지
분석을 할 수 있으며, 보다 빠르고 정확성이 높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후에는 본 논문에서 세포의 주기 분류의 정확
도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이는 SVM 알고리즘을 적용한 분석 프로그램
을 구현하여 제안한 방법이 실제 연구소나 실험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
지에 관한 검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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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본 논문에서는 컨포칼 현미경으로부터 촬영된 세포 영상에서 각 세
포의 주기를 판단하기 위한 특징 값을 추출하여 이를 k-means 기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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