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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간의 한쪽 염색체상에 나타나는 SNP의 서열인 일배체형을 식별해내면 효과적인 유전질병 연관검사를 할 수 있

다. 일배체형 추론문제란 특정 집단의 유전자형 집합으로부터 집단에 속한 각 개체의 유전자형을 설명할 수 있는 일

배체형 집합을 도출해내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검약기반 일배체형 추론 문제에 대해 최종 결과에 기여하지 

않는 일배체형 집합을 후보군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배체형 추론과정에서 탐색해야 할 후보 일배체형의 개수를 줄이

는 사전처리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제시된 알고리즘은 기존의 사전처리 알고리즘에 비해 매우 빠르게 수행되며, 제

시된 사전처리 알고리즘의 결과를 적용한 일배체형 추론은 대다수의 경우에 최적해를 산출하고, 최적해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적해의 일배체형 개수와 크게 차이나지 않음을 실험을 통해서 보인다.

ABSTRACT

The identification of haplotypes, which encode SNPs in a single chromosome, makes it possible to perform a 

haplotype-based association test with diseases. Given a set of genotypes from a population, the process of recovering 

the haplotypes that explain the genotypes is called haplotype inference. We propose a new preprocessing algorithm for 

the haplotype inference by pure parsimony (HIPP). The proposed algorithm excludes a large amount of redundant 

candidate haplotypes by detecting some groups of haplotypes that are dispensable for optimal solutions. For the 

well-known synthetic and biological data, the experimental results of our method show that our method run much 

faster than other preprocessing methods. After applying our preprocessing results, the numbers of haplotypes of HIPP 

solvers are equal to or slightly larger than that of optimal solutions.

키워드 : 배체형 추론, 검약기반, 사전처리, 일배체형 후보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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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질병 또는 약물반응 등에 관련된 유전자를 규명하기 

위해 인간의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변이형에 대한 많

은 조사 및 분석 이루어졌고, 다량의 유전변이형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려는 노력들이 국제 햅맵 프로젝트

(International HapMap Project), 1000 유전체 프로젝트

(1000 Genomes Project) 등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인간유전체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과 더불어, 많은 

단일염기다형성(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에 서로 연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에 따라 단일 유전마커에 의한 질병 관련 유전자 분석 

연구에서 여러 유전마커를 한꺼번에 다루어 유전자와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로 점차 옮겨가고 있

는 추세이다. 이는 염기서열상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많은 유전마커에 대한 유전자분석(genotyping)이 가능

해졌고, 또한 유전 마커들이 강하게 연쇄되어 있어 단

일 유전마커에 대한 연구보다는 더 많은 유전정보를 담

아 낼 수 있고 통계량의 검정력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이 여러 유전마커를 한꺼번에 다루는 

연구 중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일배체형에 

대한 연구이다.

일배체형(haplotype)은 사람과 같은 이배체형 생물

에서 부계 또는 모계 쪽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의 염색

체의 인접한 유전자자리에 존재하여 함께 전달되는 대

립유전자(allele) 집합을 말한다. 즉, 한쪽 염색체상에 

나타나는 일련의 SNP 서열을 지칭한다[1]. 유전자형

(genotype)은 부계 쪽 일배체형과 모계 쪽 일배체형의 

같은 자리에 있는 두 대립형질의 조합을 나타낸다. 즉, 

한 쌍의 일배체형이 하나로 합쳐져 혼합된 서열을 말한

다. 개인의 일배체형 분석을 통해 유전자 변화를 해석

하고 보다 세밀한 유전적 연관성 규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동일한 일배

체형 패턴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배체간의 유사

성을 비교함으로써 각 개인의 유전적인 근원이나 자연

선택, 인간의 진화, 혈통, 종(species)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배체형은 개별 SNP 또는 유전자보다 

유전질병 연관성과 관련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집단 유전학의 주된 표지를 제공하지만 실험적인 방법

으로 일배체형을 결정하는 작업은 유전자형 서열을 해

독하는 방법에 비해 기술적인 제약이 크고 많은 비용

을 초래한다[2]. 이는 판독된 유전자형 정보만을 가지

고는 두 대립유전자가 각각 어떤 일배체형에 귀속되는

지 판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어진 유전

자형 정보로부터 일배체형을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계

산적인 방법이 연구되었다. 일배체형 추론(haplotype 

inference) 문제란 특정 집단의 유전자형 집합으로부터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배체형 집합을 도출

해내는 계산적인 방법을 말한다. 일배체형 추론문제에 

대한 개괄은 [3, 4]를 참조하기 바란다. 

하나의 유전자는 DNA 변이에 의해 두 개 이상의 형

태를 가질 수 있고 이를 대립유전자형(allele)이라고 한

다. 이배체 생물의 경우 가각의 유전자는 두 개의 대립

유전자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조합에 따라 세 가지 

유전자형(genotype) 가능해진다. 이때 동일한 대립유전

자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동형접합체(homozygote),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이형접합

체(heterozygote)라고 한다. 유전자형이 동형인 SNP에 

대해 두 일배체형이 같은 SNP형을 갖고, 이형인 SNP에 

대해 두 일배체형이 서로 다른 SNP형을 갖는 경우 일배

체형 쌍은 유전자형을 설명한다(explain or resolve)라

고 하고, 특정 유전자형을 설명하는 일배체형 쌍을 그 

유전자형의 분할(resolution)이라고 한다. 일배체형 추

론문제의 해를 구하는 것은 각 유전자형에 대해 이를 

설명하는 일배체형 쌍을 구하는 것이다. 일배체형 추론 

방법 중 최소 개수의 일배체형만을 사용하여 일배채형 

추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검약기반 일배체형 추론

(HIPP; Haplotype Inference by Pure Parsimony)이라 

하며, 이는 주어진 집단에서 실제로 관찰된 서로 다른 

일배체형의 수가 모든 가능한 일배체형 수에 비하여 아

주 적다는 집단 유전이론의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검

약 기반 일배체형 추론 문제는 계산적으로 매우 복잡하

고(NP-Hard임이 밝혀졌다[5].) 생물학적으로도 매우 중

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많은 방법

들이 연구되어왔다[6]. 이러한 방법으로는 정수선형프

로그래밍(ILP; Integer Linear Programming), 분기한정

법(Branch and Bound), Boolean Satisfiability, Answer 

set Programming (ASP), Pseudo-Boolean Optimization 

(PBO) 등의 방법과 여러 근사 방법 및 휴리스틱 방법들

이 있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7, No. 7 : 1732~1739, July. 2013

1734

일배체형 추론 방법 중 많은 방법들이 주어진 유전형

을 설명할 수 있는 후보 일배체형에 대한 탐색을 수행

한다. 그러나 후보 일배체형 개수는 유전형에 포함된 

이형(heterozygous) 유전자의 개수에 지수적으로 비례

한다. 기존의 일배체형 추론에 대한 연구에서 주어진 

데이터가 소규모 일 경우(처리하고자 하는 유전자형 서

열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모든 후보 일배체형을 고

려하지만, 대규모의 데이터인 경우 적절한 시간 내에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일부 후보 일배체형만을 샘플링

하여 사용함으로써 산출된 결과의 정확도를 일부 포기

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최근 들어 일배체형 후보 집합과 유전자형 집합의 관

계를 분석하여 일배체형 추론의 최종 결과에 기여하지 

않는 일배체형 집합을 후보군에서 제외함으로써 정확

도의 손실 없이 일배체형 추론과정에서 탐색해야할 후

보 일배체형의 개수를 줄이는 사전처리 알고리즘이 도

입되었다[7, 8]. 특히 본 저자들이 제시한 논문 [8]에서

는 후보 일배체형 집합의 중복성은 주어진 유전자형의 

구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배체형 집

합들간의 포함관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밝혀내

었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전처리 알고리즘을 개발

하여 제시하였다. [8]에 제시된 사전처리 알고리즘은 

[7]에서 제시된 알고리즘에 대해 똑같은 결과를 산출하

면서도 훨씬 빠른 수행 속도를 보였다. 그러나 [7, 8]에

서 제시된 최적해를 보장하는 일배체형 후보군 간소화 

사전처리 알고리즘들은 크고 복잡한 데이터 셋에 대해

서는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간소

화를 통해 생성된 일배체형 후보군의 크기가 커지면 사

전처리 이후에 적용되는 실제적인 일배체형 추론 알고

리즘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따라서 비록 최

적해를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빠른 시간에 최적해에 근

사적인 해를 보장하면서도 크기가 작은 일배체형 후보

군을 생성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8]에서 제시된 방법을 기반으로 빠른 

수행시간에 일배체형 후보군을 간소화하여 적은 일배

체형 후보들을 선별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시한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비록 

모든 경우에 최적해을 보장하지는 못하더라도 거의 대

부분의 경우에 최적해를 산출하며, 최적해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적해의 일배체형 개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보인다.

Ⅱ. 일배체형 후보군 간소화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논문 [8]에서 제시된 일배체형 집합을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는 축약 베이스 표현법을 살펴본 

후, [8]에서 제시된 검약기반 일배체형 추론 문제에서 

최적해를 보장하는 일배체형 후보 간소화 사전처리 알

고리즘을 간단히 설명한다. 이를 기반으로 빠른 시간에 

최적해에 근사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새로운 사전처리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2.1. 일배체형 집합 표현을 위한 축약 베이스 표현법

본 논문에서 일배체형 집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

는 축약 베이스 표현법은 저자들의 논문 [8]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7]에서 제시된 방법에 비해 좀 더 간결하고 

일관적이며, 비트연산이 쉽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축약 베이스 표현법에서는 일배체형 집합이 알파벳 

으로 구성된 벡터로 표현되며 이를 축약 베

이스(condensed base) 또는 간단히 베이스라 부른다. 이

러한 축약 베이스 표현법을 유전자형과 일배체형에도 

똑같이 사용하는데, 값 1은 일배체형에서는 원형(wild 

type)을, 유전자형에서는 두 유전자가 모두 원형인 동형

접합체를 나타내며 값 2는 일배체형에서는 변이형

(mutant type)을, 유전자형에서는 두 유전자가 모두 변

이형인 동형접합체를 나타낸다. 그리고 값 3은 유전자

형에서 이형접합체를 나타낸다. 일배체형 집합에서 값 

1 또는 값 2가 의미하는 바는 축약 베이스로 표현되는 

집합에 속한 모든 일배체형이 해당 값과 같은 위치에 

해당 값을 가져야 함을 뜻하며, 값 3은 해당 위치에 값 1

을 가진 일배체형과 값 2를 가진 일배체형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함을 뜻한다. 값 3에 해당하는 자리를 모호한

(ambiguous) 자리라 부른다. 본 논문에서는 벡터 <a1, 

a2, ... , am>을 간단히 a1a2...am으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축약 베이스 1323으로 표현되는 일배체형 집합은 

{1121, 1122, 1221, 1222} 이다. 축약 베이스 b에 속하

는 일배체형의 개수는   인데, 여기서 l은 b에 있

는 모호한 자리의 개수다. 

주어진 유전자형 g에 대해 두 일배체형 h와 h'가 다

음과 같을 때 일배체형 쌍 (h, h')가 g를 설명한다라고 

하며   ⊕′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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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f  ′
 

  ⊕′이면 h와 h'를 g에 대한 켤레쌍(conjugate)

이라 한다. 두 베이스 b와 b' 그리고 유전자형 g가 주어

졌을 때, b에 속한 모든 h에 대해 g에 대한 켤레인 h', 즉 

  ⊕′인 h'가 b'에 속해있고 그 역도 성립한다면 b

와 b'는 g에 대해 상보적이다(complementary)라고 한다. 

베이스간의 상보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배체형

과 마찬가지로   ⊕′와 같이 표시한다. 축약 베이스 

표현법에서는 축약 베이스가 일배체형의 집합을 표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약 베이스간의 포함 관계, 교집합

을 정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쉽게 계산된다.

∙포함관계: ⊆ ⇔∀≤ ≤≠⇒   ⇒≤

∙교집합: ∩ ≡&  ≤ ≤ , &는 비트연산 

AND.

유전형 g와 g의 부분 베이스인 b가 주어졌을 때, g에 

대한 b의 켤레쌍은
로 표기하며 다음과 같이 쉽게 구

할 수 있다. 

  〈   
^ 

 ≤ ≤ 〉

여기서 ^는 비트연산 XOR를 뜻한다. 예를 들어 

g=13332이고 b=12312라면 g에 대한 b의 켤레쌍인  

는 11322이다. 주어진 유전자형 g와 두 베이스 a와 b에 

대해 상보적 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 ⇔  ⊆   ⊆

일배체형 h가 유전자형 g의 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

면 일배체형 h와 유전자형 g가 양립한다(compatible)라

고 한다. 베이스 b에 속한 모든 일배체형이 유전자형 g

와 양립한다면 베이스 b와 유전자형 g가 양립한다라고 

한다. 두 유전자형 g와 g'가 적어도 하나의 양립하는 일

배체형을 공유한다면 두 유전자형 g와 g'는 양립한다

라고 한다. 축약 베이스 표현법에서는 일배체형 h 또는 

베이스 b가 유전자형 g에 포함된다면 h 또는 b는 g와 

양립한다. 

유전자형 집합 G에 대하여 일배체형 h의 커버(cover)

는 G에 속한 h와 양립하는 모든 유전자형의 집합을 말

하며 cover(h)로 표기한다. 축약 베이스 b의 커버는 b에 

속한 모든 일배체형의 커버의 교집합을 말한다. 커버의 

정의로분터 유전자형 집합 G와 베이스 a, b에 대해 다

음과 같은 특성을 찾을  수 있다.

⊆  ⇒ ⊇ 

∩  ⊇ ∪

2.2. 일배체형 후보군 간소화 알고리즘

논문 [8]에 제시된 일배체형 후보군 간소화 알고리

즘에서는 일배체형 집합간의 포함관계를 고려하여 다

른 일배체형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중복성을 가진

(redundant) 그룹을 제거함으로써 간소화를 수행하였

다. 제안된 방법에서 각각의 일배체형 집합을 축약 베

이스로 표현되었으며 의사코드는 Algorithm RCH와 

같다.

제안된 방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유전자형 집합 

G와 베이스 집합 B가 주어졌다하자. B에 속한 모든 b

에 대하여 cover(b)에 속한 모든 g에 대한 켤레  가 존

재한다면 B는 G에 대하여 상보연산에 대해 닫혀있다

(closed)라고 한다. G에 속한 모든 유전자형에 대해 적

어도 하나 이상의 양립하는 축약 베이스가 B에 속해 

있고 B가 G에 대해여 상보 연산에 대해 닫혀있다면, G

에 속한 모든 g에 대해여 g와 양립하는 베이스에 속한 

h를 기반으로 일배체형 분할  를 만들 수 있다.  

B에 속한 b에 대하여 ′⊆인 b'가 B에 속해 있다면 b

는 중복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  ⊇ 

이고 cover(b)에 속한 모든 g에 대해서  와 ′ 가 존

재하기 때문에  을 ′′ 으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베이스가 하나의 부분 베이스를 

공유한다면 그 베이스들은 공유된 부분 베이스로 대체

될 수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크게 초기화 단계, 확장 단계, 제

거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초기화 단계에서는 주어진 유

전자형 집합 G에 대한 초기 베이스 집합 B를 생성하며, 

확장 단계에서는 재귀적으로 주어진 베이스들간의 모

든 교집합과 이들에 대한 상보 베이스를 생성한다. 제

거 단계에서는 포함관계를 조사하여 중복적인 베이스

들을 제거한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7, No. 7 : 1732~1739, July. 2013

1736

Algorithm RCH

ReduceCandidateHaplotypes(G) 

1   ▷ G is the set of n genotypes

2   B ←  ∩ ≤      ≤ 

3   B' ← ExpandIntersectantBases(B, G) 

4   B" ← RemoveSuperiorBases(B') 

5   return B"

funtion ExpandIntersectantBases(B, G)

1   ▷ B is the set of bases

2   ▷ G is the set of genotypes

3   A ← ∅
4   A' ← B
5   loop

6   │ I ← ∅
7   │ C ← GenerateComplmentaryBases(∪′,A',G)

8   │ A' ←′∪

9   │ for i=1 to |A'|-1 do

10  │ │ for j=i+1 to |A'| do

11  │ │ │ b ←′ &′

12  │ └ └  if b ≠ 0 and ∉∪′ then insert b to I

13  │ if I=∅ then return ∪′

14  │ A ←∪′

15  └ A' ← I
funtion GenerateComplmentaryBases (A, B, G) 

1   ▷ A is the set of bases

2   ▷ B is the set of bases

3   ▷ G is the set of genotypes

4   C ← ∅
5   F ← new FIFO structure

6   add all bases in B to F

7   while F is not empty do

8   │  b ← poll a base form F

9   │  foreach g in cover(b) do

10  └  └ if   ∉  then  add    to C and F
11  return C

funtion RemoveSuperiorBases(B) 

1   ▷ B is the set of bases

2   for i=1 to |B| do

3   │ for j=1 to |B| do

4   └ └ if i ≠ j and   ⊃  then mark B[i] to “superior”

5   remove all bases marked “superior” from B 

6   return B

2.3. 일배체형 후보군 간소화 휴리스틱 알고리즘

위에서 제시한 최적해를 보장하는 일배체형 후보군 

간소화는 크고 복잡한 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

간을 소요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간소화를 통해 생성된 

일배체형 후보군의 크기가 커지면 사전처리 이후에 적

용되는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된

다. 따라서 비록 최적해를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빠른 시

간에 작은 일배체형 후보군을 생성하는 휴리스틱 알고

리즘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HIPP 문제 해결책

으로 생성된 일배체형 집합 크기는 생물학적 실험을 통

해 확인된 일배체형 집합 크기보다 더 적어지는 즉, 과다

한 최적화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6]. 본 절에

서 제안하는 일배체형 후보 집합군 간소화 휴리스틱 알

고리즘의 의사코드는 Algorithm RCH-S와 같다.

Algorithm RCH-S

ReduceCandidateHaplotypesSimplified(G) 
1   ▷ G is the set of n genotypes
2   B ←  ∩ ≤      ≤ 

3   B' ← ExpandIntersectantBasesWithoutComplemenatry(B) 
4   B" ← RemoveSuperiorBases(B') 
5   B''' ← ExpandIntersectantBases(B, G) 
6   B'''' ← RemoveSuperiorBases(B') 
7   return B''''
funtion ExpandIntersectantBasesWithoutComplementary(B)
1   ▷ B is the set of bases
3   A ← ∅
4   A' ← B
5   loop
6    │ I ← ∅
7    │ for i=1 to |A'|-1 do
8    │ │ for j=i+1 to |A'| do
9    │ │ │ b ←′ &′

10  │ └ └  if b ≠ 0 and ∉∪′ then insert b to I
11  │ if I=∅ then return ∪′

12  │ A ←∪′

13  └ A' ← I
funtion ExpandIntersectantBases(B, G) is the same as RCH
funtion RemoveSuperiorBases(B) is the same as RCH

RCH-S는 RCH와는 달리 확장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새로 생성된 교집합에 대한 상보 베이스를 추가하지 않

고, 제거 단계 바로 직전에만 상보 베이스를 추가한다. 

이는 주어진 유전자형들과 양립하는 베이스에서 교집

합이 있다는 것은 주어진 유전자형들의 조상에서 변이

가 일어나 자손에게 전달되어 중복이 발생한 경우를 의

미하며, 주어진 유전자형들과 양립하는 베이스의 상보 

베이스와 교집합이 생긴 경우는 새로 생긴 변이가 우연

히 다른 변이와 중복될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상보 베이스를 고려하지 않고 일배체

형 후보군 간소화를 진행하더라도 최적해를 포함할 가

능성이 많다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림 1은 RCH-S를 통한 일배체형 후보군 간소화의 

예를 보여준다. 주어진 일배체형은 G={332233, 232323, 

313323, 322122, 231323}이고, RCH-S의 line 2에서 

구한 초기 축약 베이스 집합은 B={232223, 312223, 

212323, 222122, 211323}이다. Line 3~4에서 주어진 베

이스들의 교집합을 구하여 {212223}이 추가되고, 이들 

간의 포함관계를 고려하여 {232223, 312223, 212323}

이 제거된다(그림 1a 참조). Line 3~4에서 얻어진 집합

이 상보 연산에 닫혀있지 않으므로 그림 1b와 같이 주

어진 축약 베이스 각각이 커버하는 모든 유전자형에 대

해 켤레 베이스(회색 박스로 표시됨)를 구하고 이들 간

의 포함관계를 고려하여 중복된(redundant) 베이스를 

제거한다(line 5~6). 최종적으로 B””={122212, 2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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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23, 222122, 111122, 211323, 122122, 221323}이

며, HIPP 문제 해결 알고리즘은 B””로부터 집합 G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배체형 집합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1. RCH-S의 일배체형 후보군 간소화의 예

Fig. 1  An example of how the algorithm RCH-S reduces 

the number of candidate haplotypes. 

Ⅲ. 성능평가 및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해서 일배체형 추론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

는 전산학적으로 합성된 데이터 셋과 실제 생물학적 데

이터 셋 두 종류를 사용하였다(표 1 참조). 제안된 알고

리즘은 자바로 구현되었으며 모든 실험은 리눅스가 설

치된 Intel Core i7-3770 (3.4GHz, 8GB Memory) 프로

세서 시스템에서 수행되었다. 

표 1. 실험 데이터 요약

Table. 1 Experimental data sets and the number of SNPs, 

genotypes, and ambiguous sites

ms
a*

phasing
b

biological
c*

uni- 
form

non-
uniform

SU-
100kb

SU1 SU2 SU3 abcd ace ibd

# of Instances 45 45 29 100 100 100 1,000 1,000 1,700

GENs
min

max

avr

50
50
50

75
100

91.7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5
50

27.5

5
50

27.5

4
50

20.8

SNPs
min

max

avr

75
100

91.7

50
100

66.7

14
20

18.3

164
194

180.5

169
192

181.1

164
194

181.1

27
27

27.0

52
52

52.0

103
103

103.0

AMBIs
min

max

avr

514
1,950
1,028

317
2,722
1,006

342
802
514

3,457
6,363
4,962

4,321
5,707
5,050

4,232
5,942
5,229

4
230
103

39
1,226

555

47
2,125

743

a
: Generated with Hudson's program 

(http://home.uchicago.edu/rhudson1/source/mksamples.html)
b
: Obtained from Phasing Algorithm Benchmark Datasets.

(http://www.stats.ox.ac.uk/~marchini/phaseoff.html)
c
: Obtained from htSNP finder(http://htsnp.stanford.edu/PCA).
*
: The genotype instances were obtained by randomly pairing two 

haplotypes.

표 2와 표3은 에는 [7]에서 제안된 Set based 방식 및 

[8]에서 제안된 RCH 알고리즘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RCH-S 알고리즘을 통해 사전처리한 후 후보군으로 선

택된 베이스의 개수와 수행시간을 내타낸 것이다. 복잡

한 데이터셋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안된 휴리스틱 알고

리즘이 제안된 사전처리 알고리즘의 수행시간에 비해 

수십 분의 1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표 2. 사전처리 알고리즘 평균 후보군 크기

Table. 2 Average numbers of generated bases of each 

preprocessing methods

ms phasing biological

uniform
non-

uniform
SU-

100kb
SU1 SU2 SU3 abcd ace ibd

Set based 281.7 375.3 6,585.3 1,129.7 115.0 1,048.2 207.6 329.2 440.9

RCH 281.7 375.3 6,585.3 1,129.7 115.0 1,048.2 207.6 329.2 440.9

RCH-S 276.2 375.3 6,425.4 622.8 112.5 421.8 200.9 179.3 150.2

표 3. 사전처리 알고리즘 평균 수행시간

Table. 3 Average execution times of each preprocessing 

method (in seconds)

ms phasing biological

uniform
non-

uniform
SU-

100kb
SU1 SU2 SU3 abcd ace ibd

Set based 0.6 0.8 561.2 378.4 0.9 674.0 0.4 0.7 29.5

RCH 0.6 0.6 27.3 3.7 0.6 17.8 0.6 0.6 1.5

RCH-S 0.6 0.6 2.5 0.7 0.6 0.6 0.5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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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과 HIPP 문제와 관련해

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RTIP[9]라 불리는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HIPP 문제 해결의 전체 과정의 수행시간을 

측정하였다. RTIP는 지수적 정수 선형 프로그래밍 모

델이며, 선형 프로그래밍 해결 프로그램으로는 GLPK 

[10]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사전처리 방식

의 수행시간 비교를 위해 HIPP 문제 해결 프로그램 중 

최고 성능을 보이는 RPoly[11] 프로그램의 수행시간과 

비교해 보았다. RPoly는 Pseudo-Boolean 최적화 방식

을 사용한다. 표 4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사전처리 

방식으로 사전처리한 후 RTIP 방법을 적용하여 최적화

하는 방법과 RPoly 방법의 제한시간(1,000초)내 처리한 

데이터 셋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4. 주어진 시간내 최적해가 찾아진 데이터 셋의 비율

Table. 4 Percentages of instances solved by each method 

for the 1000 seconds time limit

ms phasing biological

uniform
non-

uniform
SU-

100kb
SU1 SU2 SU3 abcd ace ibd

RPoly 100 100
72.4
(8)

99.0
(1)

100
92.0
(8)

100 100
99.4
(10)

RCH-S +
 RTIP

100 100
93.1
(2)

100 100 100 100 100
99.9
(1)

(#): the numbers of instances failed to solve within 1000 seconds

그림 2. RCH-S + RTIP 과 RPoly의 수행속도 비교

Fig. 2 Comparison of RCH-S + RTIP and RPoly on the 

CPU time

그림 2는 제안된 사전처리 알고리즘과 RTIP이란 일

배체형 추론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수행한 결과와 RPoly

와의 수행속도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x-축은 RPoly

에서 소요된 수행시간이며, y-축은 RCH-S + RTIP에서 

소요된 수행시간이다. 두 축 모두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사선의 밑에 표시된 점들에 해당하는 데

이터들에 대해서는 RCH + RTIP이 RPoly보다 더 빠르

게 결과를 산출한 것이다. 알고리즘 RCH-S로 사전처리

한 후 RTIP으로 일배체형을 추론하여 찾은 해의 크기와 

사전처리 없이 RTIP 또는 RPoly로 일배체형을 추론한 

집합의 크기의 차이를 표 5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

된 모든 데이터 셋에 대해 RCH+RTIP은 RTIP 또는 

RPoly로 추론한 집합 크기와 모두 같았으며, 

RCH-S+RTIP은 대부분의 경우에 집합 크기가 같았으며 

서로 다른 경우 그 차이는 최대 4를 넘지 않았다.

표 5. 최적해와 근사해간의 차이가 발생한 데이터 셋의 개수

Table. 5 The numbers of instances that the numbers of 

haplotypes of RCH-S + RTIP and RPoly are unequal

ms phasing biological

uniform
non-

uniform
SU-

100kb
SU1 SU2 SU3 abcd ace ibd

RCH + 
RTIP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RCH-S 
+ RTIP

0
(0%)

0
(0%)

0
(0%)

30
(30%)

16
(16%)

32
(32%)

2
(0.2%)

35
(3.5%)

286
(16.8)

Ⅳ.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일배체형 추론을 위한 일배체형 

후보군 간소화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검약 기반 일배체

형 추론문제에 대한 후보 일배체형의 개수를 빠른 시간 

내에 크게 줄여준다. 본 사전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한 

RTIP과 같은 지수적 규모 모델 기반의 최적화 방식이 

HIPP 문제 해결을 위한 경쟁력 있는 방안임을 보였다. 

많은 근사 방식 또는 휴리스틱 방법에 본 사전처리 알고

리즘을 적용한다면 많은 수행속도 개선이 이루어 질 것

이다. 일배체형 간소화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다른 최적

화 알고리즘의 상한 값을 정할 때 사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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