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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은 라이브러리 준비, 데이터 증폭, 시퀀싱, 

분석 등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데이터를 증폭시

키는 중합 효소 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단계에서 DNA 리드(Read)가 중복 생성될 수 

있다. DNA 리드의 중복은 이후 수행되는 분석 단계의 

변이 검출 등의 단계에서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렬 단계를 거친 결과에 대해 

중복제거 단계를 수행하며 기존에 몇몇 중복제거 방법들

이 제안된 바 있다. 

  Pardre[1]는 DNA 리드의 접두부가 같은 데이터를 그

룹화하여 중복제거를 수행한다.  중복제거 과정을  

MPI(Message Passing Interface)를 이용해 각 그룹에 병

렬로 수행한다. Picard[2]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중복제거 

도구 중 하나이나 분산, 병렬 실행이 불가하며 배치처리

를 하기 때문에 수행 시간이 다소 길다. Samblaster[3]는 

유닉스 시스템의 파이프(Pipe)를 이용하여 전단계의 출

력을 저장한후 다시 읽는 디스크 I/O를  줄일 수 있다. 

Samblaster의 중복제거 수행 알고리즘은 SAM 파일 형식

의 CIGAR 필드를 사용하여 특정 리드의 중복제거 키를 

생성하고 키가 같은 리드들을 중복으로 판단한다.  

  [4, 5] 는 Samblaster를 Apache Spark[6]을 기반으로 병

렬로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5]는 정렬단계의 

BigBWA[7]가 맵(Map) 단계에서 생성한 중간 결과를 리

듀스(Reduce) 단계에 넘기지 않고 [5]에서 개발한 중복제

거 단계로 전달하여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5]에서는 BigBWA에서 전송된 SAM레코드 스트림을 

Apache Spark 의 스트림 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일정 크

기의 마이크로 배치 단위로 중복제거를 수행한다.  중복

제거를 위해서 각 SAM 레코드에 대한 해시키(Hash Key)

를 점진적으로 생성하고 이를 RDD[8] 형태로 관리하여 

중복제거를 수행한다. 하지만, 마이크로 배치의 수가 많

아지면서 해시키 RDD 로 인한 리니지(Lineage)가 길어

지면서 전체적인 속도개선에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BigBWA를 개선하여 맵 단계에서 SAM 

레코드와 함께 중복제거 키를 생성해서 병렬로 전송하면 

브로커(Broker)에서 중복제거를 수행한 후 Apache 

Spark에서 마이크로 배치 단위로 리파티션 (Repartition) 

을 수행하여 부분 정렬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를 통해 다수의 마이크로 배치 처리에 해시키 상태를 유

지하는 부담을 제거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제안하는 중

복제거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3장에서 성능평가 결과

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안하는 DNA 리드 중복 제거 방법

  이 논문에서는 NGS 과정 중 정렬과 중복 제거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정렬 단계에서 데이터를 생

성할 때 Samblaster의 중복 제거 Key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해 Key와 SAM 레코드를 생성 하는 것이 첫 단계이

며 브로커를 사용해 중복 제거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메

시지 큐를 사용하기 때문에 File I/O를 줄일 수 있으나 

실험 환경의 네트워크 성능에 따라 다른 수행 속도를 보

일 수 있다. 또한 중복 제거 단계에서 SparkStreaming을 

이용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수행이 가능하다.

  제안하는 방법은 생성된 Key와 SAM 레코드를 수집 

및 중복 제거를 할 수 있는 메시지 브로커를 이용하는 

스트림 기반 DNA 리드 중복제거 방법
Stream based DNA Read Deduplic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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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NGS 분석과정 중 증폭된 DNA 리드(Read)는 중복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다음 단계의 정확도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DNA 리드 중복 제거 도구 중 하나인 Samblaster의 중복제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산 병렬 형태로 중복제거

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중복제거 방법은 중복제거 전단계인 정렬단계애서 정렬된 리드에 대해 중복제거 키를 

생성하고 이를 스트림으로 전달하여 중복제거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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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이 방법은 메시지 큐를 사용해 데이터를 전송

한다. 중복제거가 끝난 데이터를 Spark에서 받아 변이 

검출 등의 단계를 위해 정렬을 한다. SparkStreaming을 

통해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수행이 가능하

다.

▶▶ 그림 1. 메시지 브로커를 이용한 중복 제거 구조

  먼저 DFS에 있는 DNA 데이터를 정해진 크기로 나눈

다. 나눠진 Fastq 데이터는 맵퍼로 입력되어 SAM 레코드

가 출력된다. 다시 맵퍼는 SAM 레코드를 Spark App으

로 전송한다. Spark App은 입력받은 데이터를 변이검출 

단계에 사용할 수 있게 이를 Rname과 Position으로 정렬

하여 파일시스템에 쓴다.

Ⅲ. 성능평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은 4개의 노

드에서 진행했으며 [5]의 경우 중복제거 키를 RDD로 만

들어 계속 갱신하기 때문에 이의 Lineage 가 길어지면서 

갱신 시간이 길어져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는 실험을 

진행하지 못했다.

표1. 실험 환경

구분 내용

클러스터 
사양

HW 사양
4 노드, Intel(R) Xeon(R) 

CPU E5-2650 v3 @2.30GHz 
(10 cores), 80GiB RAM

SW사양
CentOS 7.3.16, Hadoop 

2.7.3, Spark 2.3.0, ZeroMQ 
4.3.1

데이터 
집합

입력 
DNA[A] 

TNLAB-ASD-4999-BA9-wes-I
LLUMINA.fastq, 104GIB

입력 
DNA[B]

SRR4450431.fastq, 19.6GIB

참조 DNA hg19.fa, 3.0GiB

표2. 실험 결과

구분
실행시간

정렬단계 중복제거단계 계

제안하는 
방법

38m 1s 1m 30s 39m 31s

[5] 42m 17s - 42m 17s

  제안 하는 방법의 경우 데이터집합 [A]에 대해 실험을 

진행했다. 메시지 브로커에서 중복 제거를 수행해 RDD 

Lineage 갱신 비용을 회피했다. 정렬단계와 중복제거단

계는 거의 동시에 끝났으나 약간의 시간차이가 존재한

다. [5]의 경우 더 작은 크기의 데이터 집합[B]을 사용했

음에도 불과하고 RDD의 갱신 및 유지비용 때문에 시간

이 오래 걸린 것을 확인했다.

Ⅳ. 결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과정 PCR 과정에서 DNA　리드 

중복 데이터가 생성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이 후 단계에

서 정확도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제거 혹은 

표시 등의 중복 제거 단계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정

렬과 중복 제거 단계 그리고 데이터의 정렬을 분산 병렬 

처리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특히, 

먼저 개발한 방법 [5]의 경우 RDD의 Lineage가 길어져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이 어렵던 문제를 중복 제

거 수행을 메시지 브로커를 이용해서 수행해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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