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1호 (2005. 5)

1045

대규모 염색체들을 위한 개선된 Probe 

선택 알고리즘

권영대*, 박경욱**, 임형석**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 협동과정
**전남대학교 전산학과

e-mail:vy2020@alex.chonnam.ac.kr

An Improved Probe Selection Algorithm for 

Large Genomes

Young-Dae Kwon*, Kyoung-Wook Park**, Hyeong-Seok Lim**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Softw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Computer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유전자 칩의 정확성은 각 유전자들의 식별자로 활용되는 probe들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칩

을 구성하는 probe들은 반응 오류를 예측하기 위해 이중구조와 녹는점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 또

한 다른 유전자들과의 교차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probe들의 specificity도 고려되어야 한다. 

probe가 specificity를 보장하는지 검증하는 것은 전체 유전자들을 탐색해야 하므로 대규모 인간염색

체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논문에서는 specificity를 만족하는 probe들을 선택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제시한 

알고리즘은 해시 테이블을 활용하여 probe가 specificity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유전자 시퀀스들만

을 탐색하여 비교한다. 제시한 알고리즘이 기존 알고리즘보다 효율적임을 실험결과를 통해 보인다.

1. 서론

  유전자 칩(DNA chip)은 작은 공간의 유리 또는 

금속표면에 probe라 불리는 짧은 길이의 DNA 시퀀

스들을 고밀도로 붙여 놓은 것으로 각 probe들은 

각 유전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지문 역할을 한다

[1]. 유전자 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응 

오류(hybridization error)를 최소화하는 probe들을 

선택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반응 오류를 예측하기 위

해 probe의 이중구조(secondary structure)와 녹는

점(melting temperature)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

다[2]. 또한 다른 유전자들과의 교차 반응(cross 

hybridization)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probe들은 

specificity를 보장해야한다.

  probe의 이중구조나 녹는점에 대한 검증은 선형

시간에 수행되지만 specificity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전체 염색체를 탐색해야 한다. 염색체의 길이가 

이고 probe의 길이가 일 때  의 복잡도

를 지니므로 인간 염색체와 같은 대규모의 염색체에 

대해서는 specificity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OligoArray, Oligo- 

Selection등과 같은 probe 선택 도구들은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이용한다[3]. 그러나 이러한 기법들은 

probe의 specificity를 보장하지 못하므로 선택한 

probe들이 교차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4]

에서는 보다 적은 계산으로 specificity를 보장하는 

probe들을 선택하는 알고리즘(FindProbe)을 제시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specificity를 보장하는 probe들을 

선택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제시한 알

고리즘은 해시 테이블을 활용하여 probe가 speci- 

ficity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유전자 시퀀스들만을 

탐색하여 비교함으로써 적은 계산으로 specificity를 

검증할 수 있다. 제시한 알고리즘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S.pombe, S.cerevisiae, Neurospora crassa

같은 대규모 염색체들의 probe들을 선택하는데 기

존의 FindProbe보다 효율적임을 보인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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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 specificity를 보장하는 

효율적인 probe 선택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4장에

서는 제시한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결과

를 보이며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일반적으로 유전자 칩에 삽입되는 probe들의 선

택은 homogeneity, sensitivity, specificity 방법을 

이용한다[5]. 유전자 칩에 삽입될 probe를 찾는 문

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Probe 선택 문제  유전자들의 집합     

 이라 하자. 길이 인 probe를 선택하는 문제는 

모든 유전자 에 대해 homogeneity, sensitivity, 

specificity를 만족하는 probe들의 집합    

   을 찾는 것이다. 이때  ∊ 이고 의 

시퀀스 길이      이다.

2.1 Homogeneity 필터링

  Homogeneity 필터링은 정해진 범위 내의 녹는점

(melting temperature)을 지닌 probe를 후보로 선

택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좋은 probe들은 그들이 

반응할 유전자의 일부분과 비슷한 온도에서 반응한

다는 점을 이용한다. 후보 probe들 중 지나치게 낮

거나 높은 온도를 갖는 probe들은 그들이 반응해야 

할 목적 probe들과 정확하게 반응하지 못하거나 다

른 probe와 반응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외

시킨다[2].

2.2 Sensitivity 필터링

  Sensitivity 필터링은 2중 구조를 갖는 probe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probe의    끝에서 길

이 인 세그먼트를 선택하고 이 세그먼트가 probe

내에서 길이 만큼의 연속된 보수 세그먼트 형태이

면 이 probe는 2중 구조를 지니는 것이므로 제외시

킨다.

2.3 Specificity 필터링

  Specificity 필터링은 교차반응을 일으키는 probe

를 제외시키는 것이다. 유전자들의 집합     

  이라 하고 유전자 에 있는 길이가 인 후

보 probe 가 specificity를 만족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집합      에 있는 길이 

인 모든 서브스트링 에 대해 해밍 distance 

   ≥인지를 계산해야 한다. 여기서 는 교

차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임계값(threshold)이다. 만

약 임의의 에 대해     이면 교차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제외시킨다. 

  Brute Force방법은 전체 염색체의 길이가 일 

때 복잡도  으로 대규모의 염색체에 대해서

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 specificity를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교차반응을 최소화하는 

probe들을 선택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들이 제안되

었다.

  Li와 Stormo[6]는 suffix array와 myersgrep을 

이용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3]에서

는 specificity 검증을 위해 BLAST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이중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Mfold를 이용

하였다. 또한 [7]에서는 공통 최장 스트링(Longest 

Common Substring)을 이용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적은 시간이 소요

되지만 specificity를 보장하지 못하므로 선택된 

probe들은 교차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Sung

와 Lee[4]는 비둘기집의 원리를 이용하여 후보 

probe와 교차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시퀀스들을 탐

색하여 검증함으로써 Brute Force 알고리즘에 비해 

낮은 복잡도를 지닌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3. 제안한 specificity 필터링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probe 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

적인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저 주어진 염색체 

의 모든 유전자 에 대해 의 길이 인 서브스

트링을 후보 probe로 하고 다음의 세 단계를 거치

면서 최종 probe를 선택한다.

(단계 1) homogeneity를 만족하지 못하는 probe들

을 후보 probe에서 제외시킨다.

(단계 2) sensitivity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probe들

을 후보 probe에서 제외시킨다.

(단계 3) 나머지 후보 probe들 중에서 specificity를 

만족하는 probe를 선택한다.

  단계 1과 2의 homogeneity 필터링과 sensitivity 

필터링은 앞의 2.1절과 2.2절의 방법들을 이용하여 

후보 probe들을 필터링 한다. 그리고 이들 필터링을 

거친 후보 probe들 중에서 specificity를 만족하는 

probe를 단계 3에서 검사하고 이를 만족하면 최종 

probe로 선택한다. 

  두 개의 스트링이   미만의 mismatch를 지닌 경

우 다음 [보조정리1]과 같은 성질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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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정리 1[8]. 두 개의 길이 인 문자열   

 와     의     이면    

 인 와 의 부 문자열 와 가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여기서     이다.

(a)            ,            .

(b)       

       


 ,

          

       


 .

  교차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임계값 가 주어졌을 

때 보조정리 1에 의해 길이 인 probe 가 나쁜 

probe가 되려면, 다시 말해 를 포함하지 않는 나

머지 유전자들의 부 시퀀스를 라 할 때    

 가 되려면, 길이 인 개의 에 대해  

     을 만족하는 들의 위치를 검색하여 

    인지를 검사하면 된다. 이때 모든 에 

대해    ≥이면 는 specificity를 만족한다.

  본 논문에서는 probe 의 부 시퀀스 를 보조정

리 1(b)로 설정하고      인 를 빠르게 

탐색하기 위하여 해시 테이블을 활용한다. 유전자들

은 A, G, T, C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을  두 자리의 이진수로 대응시킬 수 있다(A→00, 

G→01, T→11, C→10). 먼저 크기가 인 해시 테

이블 를 생성하고 각각의 슬롯에는 연결리스트

(linked list)를 저장한다. 그리고 염색체의 전체 시

퀀스에 대해 (Algorithm 1)과 같이 해시 테이블을 

생성한다. 이때 사용할 해시 함수는 다음과 같다.

     ×    

×  

                        

 × 

  예를 들어   이고   이면 의 

“00011110” 슬롯에는 를 포함하는 모든 유전자들

의 번호와 시퀀스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연결리스트로 

저장된다. 따라서 번째 유전자의 번째 위치에 있

는 probe       의 specificity를 검증

하기 위해 (Algorithm 2)와 같이      

     를 계산하고 의 연결리스트에 저장

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임계값 보다 적은 해밍 

distance를 갖을 가능성이 있는 시퀀스만을 찾아 비

교한다.≤≤ .
  특히 염색체는 두 개의 유전자 와 가 연속된 

Algorithm 1. 해시테이블 생성

Input : 염색체 , probe 크기 , threshold 
Output : 해시테이블 
Procedure ConstructHashTable(, , )

    
 각 주소마다 list를 지닌 크기의 해시테이블 생성

  for   1 to  do

    for  1 to        do

              

      의 list에   추가

    end for

  end for

  return 

Algorithm 2. specificity 검증

Input : 염색체 , 번째 유전자 번째 sequence   ,

       probe 크기  , threshold , 해시테이블 
Output :  부터 bad probe의 개수 

Procedure CheckSpecificity(,   ,  , ,  )

    0

  for  := 1 to   do

               

      list의 모든 항목   에 대해  ≠  

           
        HammingDistance(  ,    , )

       if     then

            와   를 bad probe로 설정하고

            , ,  를 1씩 증가시키면서 

           ≥일때까지  와   를 비교하며 

           bad probe 판별

       end if

  end for

  return 

유사한 시퀀스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와   의 해밍 distance가 보다 적으면 이들 둘

을 나쁜 probe로 설정하고 와 를 1씩 증가시키면

서 해밍 distance를 구해 이들이 연속적으로 유사한 

시퀀스인지에 대해 비교함으로써 연속적으로 나쁜 

probe가 발생할 때 보다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였다.

  (Algorithm 3)에서는 염색체 의 각각의 유전자

에 대해 specificity를 만족하는 probe들의 집합 

를 선택하는 전체 과정을 나타낸다.

4. 분석 및 평가

 염색체의 전체 시퀀스의 길이가 인 경우 의 

각 연결리스트들에는 평균 


개의 위치 정보가 

저장된다. 하나의 probe가 specificity를 만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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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3. specificity 만족하는 probe 선택

Input : 염색체 , probe 크기  , threshold , 

       해시테이블 
Output : probe 집합       
Procedure SelectSpecificityProbe(,  , ,  )

  for   1 to   do

    for  1 to         do

      if    bad_probe

          continue

       CheckSpecificity(,   ,  , ,  )

      if     then

               

         break

      else

               
      end if

    end for

  end for

  return 

검증하기 위해서는 길이 인 개의 부 시퀀스들

에 대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비교하므로

 



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다. 따라서

전체 개의 유전자들에 대해 각각 하나의 probe를

선택하므로 복잡도는  





이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C++로 구현하여 펜티엄4 

2.8GHz에서 [표 1]과 같이 세 종류의 염색체들에 

대해 테스트하였다. 기존의 FindProbe와 같이 

probe의 길이    , 임계값   로 설정하였

다.  테스트 결과 [그림 1]과 같이 specificity 필터

링에 FindProbe보다 18-50%정도 적은 시간이 소

요되었다. 특히 염색체의 크기가 커질수록 보다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규모의 염색체에서 보다 

효율적임을 보여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specificity를 보장하는 probe들을 

선택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알고리즘은 해시 테이블을 활용하여 probe가 

specificity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유전자 시퀀스

들만을 탐색하여 비교함으로써 적은 계산으로 

specificity를 검증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소프트

웨어들에 의해 선택된 probe들이 specificity를 만

족하는지 검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표 1. 테스트 데이터

Genome Name Number Of Genes Length(bps)

S. pombe 4997 7.1×106

S. cerevisiae 6343 8.9×106

Neuro. crassa 10895 1.5×107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S.pombe S.cerevisiae Neuro. Crassa

시
간

(초
)

FindProbe 제안한 방법

그림 1.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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