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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하 로타입 페이징이란 상동 염색체의 DNA 염기 서열로부터 hetero SNP만을 읽어 들여 래그먼트

들을 만들고 이 래그먼트들을 조합하여 하 로타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 로타입 페이징 과

정에서 래그먼트들의 조합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며 때문에 하 로타입을 결정하기 한 효율 인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하 로타입 페이징 알고리즘들의 정확도 비교를 해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탐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하 로타입 페이징을 했을 경우 얼마나 정답과 

유사한 하 로타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 다. 실험 결과 모든 데이터에 하여 약 80%의 꽤 높

은 정답률을 보 다. 더 나아가, 정답률이 조한 구간에 한 원인 분석을 한다.

 1. 서론  

 

 인간의 DNA는 4종의 염기인 Adenine(A), Thymine(T), 

Guanine(G), Cytosine(C)으로 구성된다. SNP란 개인과 개

인 간에 염기 서열에 존재하는 하나의 염기 의 차이를 

말하는데[2], 상동 염색체의 염기 서열 에서 치는 같

지만 서로 다른 염기 서열을 heterogeneous SNP(hetero 

SNP)라 한다[1].

 하 로타입은 동일 염색체상 복수좌 에서의 립형질의 

조합을 의미한다[1]. 하 로타입 페이징[4]이란 하 로타입

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상동 염색체의 DNA 염기 서열로

부터 hetero SNP의 집합(fragment)을 만들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하 로타입별로 표 하는 것이 목 이며, 이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5,6,7]. <그림 1>은 하

로타입 페이징에 한 시를 보여 다. DNA 염기 서열

에서 hetero SNP만을 읽어 들여 래그먼트를 만들고 그 

래그먼트들에 한 정보를 SNP Matrix로 표 한다. 

SNP Matrix의 각 행이 래그먼트를 나타내며, 이 SNP 

Matrix가 하 로타입 페이징의 입력 데이터가 된다[1]. 이 

데이터를 가지고 래그먼트들을 조합하여 하 로타입을 

결정하는 것이 하 로타입 페이징의 체 인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탐욕  알고리즘을 이용한 하 로타입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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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징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한 실험을 한다. 탐욕  알

고리즘[3]은 원하는 답을 얻기 해 각 단계에서 가장 좋

은 것만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으로, 시간이나 공간  제약

으로 인해 다른 방법으로 최 해를 찾기 무 어려운 경

우 최 해 신 근사해를 찾아보고자 할 때 사용해 볼 수 

있다. 하 로타입 페이징의 경우도 모든 래그먼트의 조

합을 다 고려하기에는 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탐욕  알고리즘으로 근사해를 찾아보는 것이 하나의 방

법이 될 수 있다.  

<그림 1> 하 로타입 페이징 과정

 2. 탐욕  알고리즘을 이용한 하 로타입 페이징  

 탐욕  알고리즘을 이용한 하 로타입 페이징에서는 모

든 래그먼트들에 해 시작 치가 빠른 래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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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재 만들어진 해와 겹치는 치를 비교하여 유사하다

고 단되면 해에 합시키는 과정을 반복한다. 각 과정에

서 만들어진 해의 치별로 각 치에 합되는 래그먼

트들의 값(1 는 0)의 개수를 카운트하기 해 카운터가 

사용된다. 즉, 카운터는 해의 각 치에 합된 0의 개수

와 1의 개수에 한 정보를 가진다.

 만들어진 해와 래그먼트의 겹치는 치들을 비교할 때

는 겹치는 치의 래그먼트의 값을 응되는 카운터의 

치의 0의 개수와 1의 개수 에서 큰 쪽과 비교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체 겹치는 치의 개수에 해 값

이 서로 일치하는 치의 개수의 비율을 계산한다. 래그

먼트를 해에 합할지를 단할 때는 비교 과정에서 계산

된 비율이 사용된다. 비율이 일정 기  비율 이상일 때는 

합을, (100%-일정 기  비율) 이하일 때는 보수를 취하

여 합을 하고 그 외에는 합을 하지 않는다.

 에서 설명된 하 로타입 페이징 방법을 의사코드로 표

하면 아래와 같다.

탐욕  알고리즘 이용한 하 로타입 페이징

     프래그먼트의개수  
{

   if(해와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경우)

   {

      래그먼트 값들을 치별로 카운트 한다.

   }

   else

   {

      1. 해와 래그먼트의 일치 비율을 계산한다.

      2. 계산된 비율이 기  비율 이상이면 래그먼트

        값들을 카운트하고, (100-기  비율) 이하이면

        보수를 취하여 카운트 한다. 

   }

}

카운터 값의 각 자리별로 0의 개수가 더 크면 0을, 1의 개

수가 더 크면 1을, 두 개의 개수가 같으면 ‘-’을 취하여 최

종 으로 하나의 해를 생성한다.

 3. 실험  분석

 이 실험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하 로타입 페이징 알고리

즘들의 정확도 비교를 해서 http://www.molgen.mpg.de

/~genetic-variation/SIH/data에서 공개 으로 제공하고 있

는 데이터이다. 총 22개의 chromosome에 한 SNP 

Matrix 데이터가 있으며, 이 데이터들은 하 로타입의 길

이가 최소 22801에서 최  139475까지, 래그먼트 개수가 

최소 3376개에서 최  22736까지로 다양하다. 각 

chromosome 데이터에 한 하 로타입 길이와 래그먼

트의 개수가 <표 1>에 나타나 있다. 실험에 사용된 시스

템은 CPU : Intel Core i7 930, Memory : 8GB이다.

데이터 하 로타입 길이 래그먼트 개수

chr1 122960 22736

chr2 139475 22602

chr3 117657 18722

chr4 119330 16027

chr5 112643 17013

chr6 116414 16451

chr7 94511 14936

chr8 94024 13733

chr9 71898 11528

chr10 85499 14064

chr11 81018 13519

chr12 78146 13377

chr13 63689 8800

chr14 53934 9030

chr15 46254 8306

chr16 51786 9655

chr17 38839 8776

chr18 49873 7704

chr19 31760 7431

chr20 38044 7447

chr21 24342 3760

chr22 22801 5567

  <표 1> 데이터에 한 정보

 실험은 기  비율 값을 각각 100%, 90%, 80%, 70%로 

두고 진행하 다. <그림 2>는 22개의 chromosome 데이

터에 한 각 기  비율별 결과이다. 같은 기  비율에 

한 각 chromosome 데이터별 정답률의 차이는 크지 않았

다. 기  비율별 정답률은 기  비율이 100%일 때가 체

으로 정답률이 약 60%로 가장 낮았고, 90%, 80%, 70%

일 때는 세 가지 경우가 모두 정답률이 약 80%로 비슷하

고 그 에서 70%일 때가 가장 높았다.  

 

<그림 2> chromosome 데이터별 정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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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비율이 70%일 때 각 chromosome 데이터별로 페이

징 과정에서 합이 되지 않는 래그먼트들의 개수를 조

사하 다. 각 데이터별로 총 래그먼트 개수에 해 략 

5~10%정도의 합되지 않는 래그먼트들이 존재하 고

(표 2 참조), 합되지 않는 래그먼트의 비율과 정답률

이 정반비례하지는 않았으나, 체 으로 합되지 않는 

래그먼트의 비율이 높은 데이터가 정답률이 낮았다.  

데이터
합되지 않는 

래그먼트 개수(비율)
데이터

합되지 않는 

래그먼트 개수(비율)

chr1 1275(5.6%) chr12 766(5.7%)

chr2 1245(5.5%) chr13 443(5.0%)

chr3 1029(5.4%) chr14 495(5.4%)

chr4 739(4.6%) chr15 534(6.4%)

chr5 908(5.3%) chr16 663(6.8%)

chr6 894(5.4%) chr17 702(7.9%)

chr7 816(5.4%) chr18 460(5.9%)

chr8 764(5.5%) chr19 593(7.9%)

chr9 619(5.3%) chr20 545(7.3%)

chr10 875(5.4%) chr21 232(6.1%)

chr11 779(4.7%) chr22 577(10.3%)

<표 2> 합되지 않는 래그먼트들의 개수(비율)

 각 기  비율에 해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chr22 데

이터에 해 페이징 과정을 세부 으로 조사하 다. 생성

된 해에서 정답률이 낮은 부분을 찾아 그 부분에서 정답

률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정답률을 낮게 만

드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 어졌다. 

 첫째, 생성된 해에서 정답률이 낮은 부분이 단 하나의 

래그먼트의 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그 래그먼트

가 정답과의 유사도가 떨어지는 경우 다. 둘째, 정답과 

유사도가 높은 래그먼트가 페이징 과정에서 비율이 낮

아 합되지 못한 경우 다. <그림 3>은 이 경우의 를 

보여 다. f[i]는 정답과 유사도가 높지만 해와의 일치 비

율이 약 33%로 합되지 못하고, 정답과 유사도가 낮은 

f[i+1]와 f[i+2]가 해에 합되어 이 부분의 정답률이 낮아

지게 된다. 셋째, <그림 4>와 같은 경우이다. f[i]가 해와

의 일치 비율이 40%로 합이 되지 못하고, f[i+1]은 해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그 로 합된다. 이후 

f[i+2]는 해와의 일치 비율이 30%이하가 되게 되므로 보

수를 취하여 합이 된다. 이 게 되면 h1에 근사하게 맞

춰져 가던 해가 f[i+1]이 합된 이후부터는 h2에 근사하

게 맞춰져 가게 된다. 따라서 해당 부분의 정답률이 낮아

지게 된다.

<그림 3> 래그먼트 비교 과정1

<그림 4> 래그먼트 비교 과정2

 에서 언 한 3가지 경우에 한 개선방법과 그 방법을 

용시켰을 때 정답률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지를 분

석해 보았다. 첫 번째로 언 된 경우는 생성된 해에 반

에 걸쳐 드문드문 나타나는 경우로, 정답률이 낮은 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래그먼트가 단 하나 뿐이기 때문에 

딱히 개선을 해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정보나 방법이 존

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언 된 경우는 일치 비율을 조

정하여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경우이지만, 생성된 해에서 

체 에 극히 일부의 경우 으므로 개선이 되더라도 정

답률이 에 띄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상된다. 마지

막으로 언 된 경우가 생성된 해의 반에 걸쳐 가장 많

이 나타난 경우 다. 이 경우에는 각 래그먼트들을 비교

하여 합하는 과정에서 겹치는 부분이 없는 래그먼트

들을 그 로 합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합되지 않았

던 래그먼트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근거 있는 

합을 시킴으로써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상된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거의 완벽하게 개선시킨다면 

90% 이상의 정답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하 로타입 페이징

문제에 탐욕  알고리즘을 용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이 얼마나 정확한  해를 만들어내는지를 실험하

다. 총 22개의 chromosome 데이터에 해 실험을 진행하

으며, 이 데이터들에 해 탐욕  알고리즘을 이용한 하

로타입 페이징 방법을 사용하여 일치 비율을 각각 

100%, 90%, 80%, 70%로 두고 실험해본 결과, 일치 비율

이 100%일 때는 약 60%의 그리 높지 않은 정답률이 나

왔지만, 90%, 80%, 70%일 때는 약 80%의 꽤 높은 정답

률이 나왔다. 이 결과로 하 로타입 페이징에서 각 단계마

다 해와 완벽히 일치하는 래그먼트들만을 합시켜 나

가는 것 보다는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치 비율이 

높은 래그먼트들을 합시켜 나가는 것이 결과 으로는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에서 생성된 해를 분석해본 결과 페이징의 합 과

정 에서 정답률을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 에

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재 생성된 해와 겹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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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없는 래그먼트들을 해에 그 로 합시키는 경

우 다. 이 경우 앞에서 합되지 않은 래그먼트들에 

한 정보를 이용해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합되지 않은 래그먼트들에 한 정보를 어떻

게 활용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한 계속

인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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