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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별 생물의 유전적 특성인 유전형 정보를 얻기 위한 개발된 기법들 중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차세대
염기서열결정을 통해 얻어진 서열을 분석하여 단일핵산염기다형현상 기반의 유전형 정보를 얻어내는GBS 방법이
다. 현재 TASSEL은 GBS방법을 통해 얻어진 서열을 분석하여 시료의 유전형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그러나 TASSEL은 염기서열결정을 통해 얻어진 서열 중 일부만을 사용하는 한계가 존
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효율성 개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효율성 개선을 위해 TASSEL
에서 사용후 버려지는 서열의 퀄리티를  체크하여 에러율 0.1% 이하인 데이터를 확인 한 후 퀄리티가 에러율을 충족
하는 부분의 서열들을 필터링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코드와 제한 효소의 부분을 확인하여 길이에 따라 서열을 
잘라내어 새로운 데이터 셋으로 생성하는 구조를 반복하는 알고리즘으로 구현 하였으며, 약 17% 이상의 SNP 탐지 
효율성 증가함을 확인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유전형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는 유전체 염기서열들을 사용
하여 더 많은 숫자의 단일 염기 다형성을 탐지하는 방법과 구현된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ABSTRACT 

Recently, the most popular technique to determine the Genotype, genetic features of individual organisms, is the 
GBS based on SNP from sequences determined by NGS. As analyzing the sequences by the GBS, TASSEL is the most 
used program to identify the genotypes. But, TASSEL has limitation that it uses only the partial sequences that is 
obtained by NGS. We tried to improve the efficiency in use of the sequences in order to solve the limitation. So, we 
constructed new data sets by quality checking, filtering the unused sequences with error rate below 0.1% and clipping 
the sequences considering the location of barcode and enzyme. As a result, approximately over 17% of the SNP 
detection efficiency was increased.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method and the applied programs in order to detect 
more SNPs by using the disused sequences.

키워드 : 유전체, 재사용, GBS, 단일 염기 다형성,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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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개별 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의 특성을 밝혀낸 유

전형(genotype) 정보는 집단유전체학 등 학문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인 유전자 표지자(genetic 
marker)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이

다. 개체의 크고 작은 유전형의 차이들 중 대부분은 유

전체 간 개별 염기서열의 차이인 단일 염기 다형성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으로 SNP 정보 

중 일부는 특정 유전 형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유전형 마커(Genotyping Marker) 개발을 통한 작물의 

육종에 활용되거나 작물 특성 연구의 주요 요인 혹은 

집단 내 개체간의 유전적인 연관 관계 연구하는데 활용

된다. 따라서 SNP을 탐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다

양하게 연구되어 왔다[1,7,9]. 
최근 유전체 연구에 있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법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 연구되고 발달함

에 따라 염기서열 분석의 비용과 시간이 크게 감소되었

다. 이에 따라 NGS를 이용해 과거에는 긴 시간과 노력

이 필요했던 유전체 전체의 염기서열 분석(WGS: 
Whole Genome Sequencing) 또는 재염기서열 분석

(Resequencing)을 적은 자원으로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효율성으로 인해 유전

체의 구조, 유전변이, 차별적인 유전자의 발현, 전사 조

절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생물의 유전형 파악에도 활용되어 시퀀

싱을 통해 효과적으로 유전형을 파악할 수 있는 (GBS: 
Genotyping By Sequencing)기법이 개발되었다. GBS 분
석은 크게 두단계로 나뉘며 그 첫 번째 단계는 시료로부

터 유전체 정보를 분리하여 NGS를 이용해 염기서열결

정(Sequencing) 수행하는 실험단계이고, 두 번째는 분

석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유전형 

정보를 분석해 내는 단계이다. 
다양한 분석 파이프라인 중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GBS 분석 파이프라인은 코넬대학교 Buckler lab
에서 개발한 TASSEL(Trait Analysis by aSSociation, 
Evolution and Linkage)[2,8]로 현재 가장 안정적이고 우

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TASSEL은 바코드 

형식의 태그가 부착된 전체 염기서열 중에서 통상 낮은 

오류값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서열의 시작부분만을 

분석에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는 이 사용되지 않

는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낮은 오류값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분석되지 않는 서열부위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

으며 이를 사용함으로서 SNP 탐지에 대한 효율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기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제1장에서 서론을 기술한다. 제2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분석, GBS방법 및 TASSEL 에 대해 설명

한다. 제3장에서는 프로그램 알고리즘과 구현 그리고 

비교 및 검토를 하고, 마지막 제4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기술한다.  

Ⅱ. 관련 연구

2.1. GBS

현재까지 SNP 기반 유전형 측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

들이 보고되어 왔다.  이들 중 NGS를 이용한 SNP 분석 

방법으로는 제한 효소 기반의 RAD-seq (Restriction site 
Associated DNA sequencing)가 먼저 개발되었다. 대표

적인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Julian M. Catchen 등이 발표

한  Stacks[3]이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개체 및 집단

에서 SNP를 식별하였다. 다만, RAD-seq 방법은 실험방

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유전체 염기서열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효율이 낮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방법이 GBS로 상

대적으로 적은 양의 염기서열결정 만으로도 RAD-seq
과 동일한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GBS는 다양한 

작물의 종과 개체들의 SNP 유전형을 탐지하기 위한 목

적으로 만들어진 NGS 기술의 최신 방법 중 하나이다. 
다른 유전형 분석 기술과는 달리, GBS는 저렴한 비용

으로 높은 수준의 SNP 마커들을 참조 유전체에 맵핑 할 

수 있다.  GBS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반복적인 지역의 

유전체 서열을 피하고 동시에 유전체의 주요 지역이 선

택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유전체 분석을 통해 가장 효

과적인 제한효소를 선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유전체

를 제한효소로 처리한 후 서열의 양쪽 모두가 제한효소

로 단편들 모두를 시퀀싱한다. 
이러한 방법은 유전체 전체를 분석하지 않고도 넓은 

유전체 범위에 대해 일정한 부분을 높은 비율로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서 비용 및 시간을 감소시킨다. GB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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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ASSEL을 이용한 GBS 방법의 데이터 구조

Fig. 1 Data Architecture to GBS Method using TASSEL

Reduced Representation Library (RRL), RAD-seq 등과 

같이 제한 효소를 이용하는 기본원리는 동일하지만 제

한 효소로 자른 후 사이즈 크기를 상관하지 않는 점에

서 라이브러리 제작이 더 간단하다[5].

2.2. TASSEL

TASSEL은 코넬대학교 Buckler lab에서 개발한 GBS 
등 유전체와 제한 효소 정보를 이용한 유전형 분석을 위

한 자바 기반의 분석 프로그램으로 개체군과 양적 유전

학 도구로서 유전형과 특성 연관을 평가하는 소프트웨

어이다[4]. TASSEL은 Discovery와 Production의 2개의 

커다란 파이프라인[2]으로 이루어져 있다. Discovery 파
이프라인은 바코드와 제한 효소로 처리가 되어 FASTQ 
형식의 서열 정보를 이용하여 일정한 길이의 유전체 조

각인 Tag들을 추출하고 이를 참조 유전체에 맵핑을 시

킨 후 맵핑이 완료된 데이터로 부터 SNP를 탐지하는 역

할을 한다. Production 파이프라인은 FASTQ 형식의 유

전체 파일과 Discovery를 통해 맵핑된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수의 시료에 대한 Hatmap 데이터 포맷의 

유전형 정보를 생성한다. 
바코드와 제한 효소 정보를 기준으로 통상 오류가 

적은 서열의 앞 부분만을 Tag로 추출하여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전형 분석을 하는 TASSEL 
방법은 기존 유사 연구들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

는 장점이 있다. 반면, 서열의 앞부분만이 Tag로 분석

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데이터는 사용되지 않게 

된다. 그림 1은 연구에서 사용 될 유전체 서열에 대해서 

TASSEL을 이용한 GBS 방법을 수행할 데이터의 구조

를 나타낸다. 
먼저 FASTQ 파일 포맷으로 이루어진 유전체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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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 실험적인 정보와 서열에 요약 정보를 나타내

는 Header, 유전체 염기의 서열 정보를 가지고 있는 

Sequence, 각 염기에 대한 에러율에 대한 정보를 가지

고 있는 Quality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FASTQ 파일

에서 TASSEL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할 서열의 구조는 

붉은색 박스 부분의 바코드 영역과, 녹색 박스 부분의 

앞쪽에 위치한 제한 효소와 태그로 사용될 서열정보가 

있다. 서열의 앞에서부터 80번째 이후의 갈색 박스로 

표시된 서열이 분석의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며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NGS 장비들에서 해독되는 서열의 

길이가 150 bp 임을 고려할 때 절반 가량을 차지하게 

된다.

Ⅲ. 알고리즘 및 평가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SNP 
탐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3.1. 연구 방법 설계

본 연구에서는 GBS 방법에서 분석에 사용되지 않는 

유전체 단편 서열들을 재사용하여 SNP 검출 효율을 높

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우리는 그림 2와 같은 순

서대로 연구 진행을 위한 설계를 하였다. 먼저 FASTQ 
파일 포맷으로 되어 있는 원본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 

활용한다. 이러한 원본 데이터는 연구에서 사용되어질 

전처리 방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GBS 프로그램인 

TASSEL의 바코드와 제한 효소 그리고 tag의 길이를 고

려한 특성상 최소 150base pair(bp)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150bp이상 길이를 가진 원본 데이터를 

체크 하였다. 또한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

해 염기서열의 에러율 0.1% 이하 데이터를 체크하여 분

석에 사용하였다. 이렇게 퀄리티 체크를 수행한 후 유

전체 서열을 생산한 장비에 따라 퀄리티 스코어 계산방

법을 고려하여 에러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서열들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필터링을 하였다. 이렇게 얻은 퀄리

티 좋은 데이터를 바코드 인식과, 제한 효소 검사 그리

고 태그 길이를 확인한 후 GBS에서 사용 될 서열의 길

이만 잘라 최종적으로 FASTQ 파일 포맷으로 되어 있

는 데이터 셋을 생성한다. 이러한 작업 절차를 유전체 

서열의 길이를 고려하고 반복 수행함으로서 GBS에서 

사용될 데이터 셋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었다.

그림 2. 알고리즘 수행의 순서도

Fig. 2 Flow chart for Algorithm process

3.2.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GBS 방법 중 사용되지 않는 

유전체 서열을 재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림이다. 기존 

TASSEL 방법에서는 유전체 서열정보에서 바코드와 

제한 효소를 인식하고 사용할 일정 길이를 추가적으로 

잘라내 데이터 셋으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사용되지 않는 최초 Tag 이후 서열들에 대해서 퀄리

티 체크와 필터링을 수행하고 원본 데이터의 바코드와 

제한 효소를 계승함으로서 TASSEL 방법에서 사용 할 

데이터 셋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그림 3과 같

이 제시한다. 
사용되지 않는 유전체 서열 정보를 재사용하여 

TASSEL을 이용한 GBS방법에서 추가적으로 데이터 

셋을 확보하는 C언어를 사용한 프로그램 소스 알고리

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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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전체 서열 재사용 아키텍처

Fig. 3 Reuse architecture of the Genome sequence

[Algorithm 1] Data Quality Check
for (qual_char = qual_str + skip_len; qual_char < 
      (qual_str + len_to_check); qual_char++) {
          total_wrong_rate += qual_wrong_rate[(int) 
          *qual_char – 33]; /* Assume that the FASTQ
                                          are from Illumina 1.8+ */
       if (total_wrong_rate > max_wrong_rate) {
       return (int) (qual_char - qual_str);
    }
}

Algorithm 1은 데이터 퀄리티 체크에 대한 부분으로

서 사용되지 않는 유전체 서열을 재사용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FASTQ 포맷 구조의 퀄리티 부분에 대한 

ASCII 문자들을 for문을 이용하여 하나씩 체크를 하여 

에러율에 대한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최종 퀄리티 값을 

결정한다.

[Algorithm 2] Data Filtering
while (sequence_file_readline) {
     if (seq->qual.l) {

          if ((pos = sum_wrong_rate(seq->qual.s, max_wrong_rate,
                len_to_check, skip_len)) > -1){
              fprintf(stderr, "Warning: %s had total quality 
                 value > 1 at %i.\n", seq->name.s, pos + 1);
              continue;
          }
       } else {
              fprintf(stderr, "Warning: %s had no quality 
                         value.\n", seq->name.s);
               continue;
       }
}

Algorithm 2는 Algorithm 1에서 결정된 최종 퀄리티 

값을 이용하여 해당 시퀀스를 필터링한다. 이렇게 생성

된 시퀀스는 퀄리티 값을 고려하여 에러율 0.1% 이하인 

내용들을 제외하고 필터링하여 GBS 처리를 위한 데이

터로 사용한다.

[Algorithm 3] New Create Data Set 
while ((l = kseq_read(seq))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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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l == -2) {
       fprintf(stderr, "Warning: %s had a truncated quality
                   string.\n", seq->name.s);
       continue;  }
       e.key = strncpy(e.key, seq->seq.s, barcode_len);
    if (hsearch(e, FIND) == NULL) {
       fprintf(stderr, "Warning: %s does not have a barcode
                  sequence!\n", seq->name.s);
       continue;  }
    if (regexec(&re, seq->seq.s + barcode_len, 0, 
         NULL, 0) != 0) {
       fprintf(stderr, "Warning: %s does not have a restriction
                  enzyme site!\n", seq->name.s);
       continue;  }
    if (seq->comment.l) {
       printf("@%s %s\n%s%s\n+\n%s%s\n", seq->name.s,
                seq->comment.s, seq->seq.s, seq->seq.s + old_tag_end,
                seq->qual.s, seq->qual.s + old_tag_end);
     } else {
       printf("@%s\n%s%s\n+\n%s%s\n", seq->name.s, 
                seq->seq.s, seq->seq.s + old_tag_end, seq->qual.s,
                seq->qual.s + old_tag_end);
     }
}

Algorithm 3은 Algorithm 1과 Algorithm 2에서 필터

링하여 에러율이 낮은 퀄리티를 갖는 데이터를 사용하

여 데이터 셋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각각 퀄리티 체크

한 데이터에서 바코드 인식과 제한 효소 체크를 한 후

에 일정 길이를 잘라낸다. 자른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

지 시퀀스 데이터에 이전 데이터 셋에서 사용된 바코드

와 제한 효소를 각 시퀀스 조각에 승계하여 새로운 데

이터 셋으로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 셋은 기존 TASSEL에

서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로 만들어진 데이터로 GBS의 

최종 결과물인 단일 염기 다형성 탐지하는데 효율을 증

가 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3.3. 비교 및 검토

본 논문에서 연구한 시스템의 사양은 다음 표 1 과 같

다. Linux Redhat Enterprize 운영체제에서 GBS를 위한 

TASSEL 3.0.173을 설치하였다. 또한 Java 1.8.0_45를 

설치하여 TASSEL을 구동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NCBI에서 학명 Brassica rapa(SRA 

132035)[10]인 배추과 작물의 데이터를 다운받아 제안

하는 알고리즘 성능을 테스트 하였다. 약 251 MB의 참

조 유전체 데이터와 150.4 GB 용량의 fastq 포맷 시퀀싱 

데이터 그리고 실험적인 처리를 통한 바코드에 대한 정

보 데이터를 가지고서 TASSEL을 이용한 분석을 진행

하였다. 
알고리즘을 적용한 전처리 프로그램 적용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 2번에 나누어 표 2
와 같이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150.4 GB의 시퀀싱 

데이터를 통해 TASSEL로 처리하였더니 약 795 MB의 

바코드와 인식된 태그들이 생성이 되었다. 

표 1. 시스템 사양

Table. 1 System spec

PART Specification

CPU Intel Xeon 64 core 2.13GHz

Memory 530 GB

HDD 350 TB

OS Linux Redhat Enterprize

GBS tool TASSEL 3.0.173

Data Brassica rapa

language C

Java 1.8.0_45

표 2. 데이터 처리 비교표

Table. 2 Comparison table of data processing 

Data Raw data
processing

Preprocessing
(increase)

Sequencing 
Files 150.4 GB 233.9 GB

(83.5 GB)

Reference 
Genome 251 MB 251 MB

FastqToTagCount 796 MB 1569 MB
(773 MB)

Tag count
number 39,707,989 78,341,685 

(38,633,696)

Tags on Physical 
Map(TOPM) 103 MB 227 MB

(124 MB)

TOPM count 
number 2,144,362 4,754,977 

(2,6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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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들을 참조 유전체에 맵핑하여 

약 103 MB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생

성된 맵핑 데이터를 토대로 SNP calling작업을 수행하

여 총 1,353,800개의 SNP와 15,045개의 헤테로한 SNP
을 탐지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는 앞서 나온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다. 먼저 150.4 GB의 시퀀싱 데이터에서 뒷

부분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재사용

하기 위해 퀄리티 체크와 데이터 제거를 통한 새로운 

데이터 셋 생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와같은 작업은 

시퀀스의 길이가 150bp로 1회에 퀄리티 체크와 데이터 

제거를 통한 새로운 데이터 셋 생성 작업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1개의 데이터 셋을 생성할 수 있었

다. 이렇게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 셋의 용량은 약 83.5 
GB로서 총 233.9 GB의 2개의 데이터 셋을 가지고 GBS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TASSEL로 처리하였더니 기존보다 773 MB 증
가한 약 1569 MB의 태그 데이터가 생성되었다. 또한 

생성된 태그의 개수가 39,707,989개에서 78,341,685개
로 38,633,696개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시퀀스 

데이터의 용량대비 태그의 늘어난 비율이 틀린 이유는 

TASSEL에서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의 존재 때문이다. 
그에 비해 Preprocessing한 data set에서는 1차적으로 태

그의 길이만큼 잘라냈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

가 적다. 

그림 4. SNP 탐지 효율성 향상 그래프

Fig. 4 SNP detection efficiency graph

이러한 이유에서 용량의 비율과 태그의 개수 비율에 

차이가 있다. 태그 데이터를 가지고 참조 유전체 데이터

와 맵핑하였더니 124 MB가 증가한 227 MB의 맵핑 데

이터를 생성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SNP calling 작업을 수행하

였더니 총 1,589,900개의 SNP와 17,716개의 헤태로한 

SNP를 탐지 해 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에 

앞부분 만이 사용되고 뒷부분을 사용되지 않는 시퀀스 

데이터를 재사용하여 그림 4와 같이 전체 약 17.4%정

도, 헤테로한 SNP는 17.8%의 SNP를 더 검출 하여 SNP
를 탐지하는데 보다 더 좋은 효율을 나타냄을 보여주고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TASSEL을 이용한 GBS 기반 SNP 탐
지의 효율적인 개선 방법을 제안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선 방법은 기존 프로그램에서 활

용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를 퀄리티 체크와 필

터링을 통한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해당 

데이터가 퀄리티 체크와 필터링을 통해 유용한 데이터

라 판단되면 분석을 위한 데이터 셋으로 만든다. 이를 

통해 기존의 방법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 할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 셋을 통해 TASSEL 방법으로 

더 많은 SNP들을 탐지하여 동일한 서열 정보를 이용하

여 기존의 방법보다 전체적으로 약 17.4%, 헤테로한 

SNP 17.8% 이상의 높은 SNP를 탐지 효율을 보여줌으

로서 SNP 관련 연구자들 보다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

게 해준다. 
본 프로그램은 현재 독립형 프로그램으로 소스코드

를 다운로드 한 후 컴파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대다수의 생물학 연구자들에

게 어려운 단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에 웹 기반

의 서비스[6]를 제공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유전

체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효율성이 높

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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