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DNA를 이용한 생물학적 실험 및 DNA microarray 등

에 사용되는 염기서열들은 서로 다른 서열을 가지면서도 

비슷한 실험 조건을 가져야 하며, 그 외에 실험자가 요

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염기서열 디자인 문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염기서열 집합을 생성하는 조합 최적화 문제 중

의 하나로 생각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위해 많은 연구자

들이 다양한 기법을 적용해 왔으며[1-2][4-10], 그 중 

하나로 진화연산을 들 수 있는데, 이 때 염기서열이 갖

추어야 하는 조건을 적합도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염기서열 디자인 문제에서 주로 사용되

는 조건들을 적합도 함수로 표현하고, 그 형태를 해 공

간 상에서 조사해 보았다. 염기서열 디자인 문제에서 해 

공간은 생성해 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염기서열의 집합

인데, 이는 지나치게 방대한 공간이므로 적당한 범위로 

제한하여 조사해 보았다. 또한, 각각의 조건들 중에는 상

호 관계가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2. 염기서열 디자인에 사용되는 적합도 함수

본 장에서는 염기서열 디자인 문제에 주로 사용되는 

조건을 적합도 함수로 표현하고, 해 공간에서의 형태를 

조사해 보았다. 여기서 해 공간은 생성 가능한 모든 염

기서열의 조합이지만, 이는 지나치게 방대하여 길이 5인 

염기서열 2개의 집합으로 제한하였다. 여기에서는 염기

서열 디자인 문제를 서로 같은 길이의 서로 다른 염기서

열 집합을 생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1 유사도(Similarity)

유사도는 한 염기서열 집합 내에서 각 염기서열 간

의 비슷한 정도를 측정한다. 유사도가 높은 경우 서로 

다른 염기서열 A, B에 대한 상보 염기서열이 잘못 상

보결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염기서열 집합 내의 

유사도가 낮을 수록 좋은 염기서열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염기서열 집합의 유사도는 집합 내에 포함된 염기

서열의 모든 쌍에 대한 유사도의 합으로 정의되며, 한 

염기서열 쌍에 대한 유사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shift

를 고려하여 상자 안의 두 서열에서 같은 위치에 같은 

염기가 위치한 경우의 수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아

래 그림에서 위의 경우 유사도는 2이고, 아래의 경우 

유사도는 1이다.

유사도의 해공간 내에서의 형태는 그림 2와 같다. 

해공간 내에서의 형태가 매우 불규칙함을 알 수 있다.

2.2 H-Measure [3]

H-Measure 는 한 염기서열 집합 내에서 서로 다른 

염기서열간 상보결합 정도를 측정하는 적합도로서, 이

전 절의 유사도와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된다. 단, 이 

때는 같은 위치에 있는 염기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상

보적인 경우의 수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 

1에서 위의 경우 H-Measure는 0이고, 아래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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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염기서열 디자인은 DNA computing, 생물정보학 등의 분야에서 실험 설계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 문제는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염기서열 집합을 생성하는 조합 최적화 문제
로 생각될 수 있으며, 염기서열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적합도 함수로 사용한 진화 연산 등의 방법이 적용
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논문들에서 제시된 적합도 함수의 구체적인 형태를 해 공간 상에서 조사
해 보았으며, 각 적합도 함수 간의 관계도 분석해 보았다.

그림 1 염기서열 집합의 유사도 계산

For every pair of sequences in a set

g

For g=0 to l

ATGCAGATCAAGCAT ATGCAGATCAAGCAT
CTAGGACTATAGGCA

g
ATGCAGATCAAGCAT ATGCAGATCAAGCAT

CTAGGACTATAGGCA



5이다.

염기서열 집합의 H-Measure 역시 모든 쌍의 

H-Measure의 합으로 정의되므로, H-Measure 값이 

작은 염기서열 집합이 서로 다른 서열간 상보결합 가

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H-Measure의 해 공간 내에서의 형태는 다음과 같

다.

2.3 Hairpin

Hairpin은 하나의 염기서열에 대하여 스스로 휘어져 

2차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을 측정한다. 염기서열 집합

의 Hairpin 값은 집합에 속한 모든 염기서열의 

Hairpin 값의 합으로 계산되며, 역시 값이 작을수록 2

차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하나의 염기서열에 대하여 Hairpin은 다음 그림에서

와 같이 계산한다. 즉, 스스로 휘어서 2차 구조를 형

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위치

를 이동해 가면서 상자 안 부분의 H-measure를 계산

하여 2차 구조 가능성을 계산한다. 이후 주어진 길이

에서 형성할수 있는 가장 큰 크기가 될 때까지 휘어진 

부분의 크기를 늘려가면서 계산하여 합산한다.

이 적합도 함수의 경우 2차구조를 형성하려면 최소

한 휘어진 부분에 5개, 양 끝의 길이 각 6개씩의 염기

가 필요하므로 길이 17 이상인 염기서열에서만 계산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해공간을 구해볼 수 없었다.

2.4 Continuity

Continuity는 하나의 염기서열에서 같은 염기가 연

속해서 출현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염기서열에서 같은 

염기가 연속해서 출현하면 DNA 가닥이 휘어져서 상보

적인 가닥과의 결합을 방해하거나, microarray용 

probe의 경우, 주변 cell의 probe의 상보결합을 방해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continuity를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긴 염기서열을 디자인할 경우 일정 개수 이

상 연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 피할 수 없다. 따

라서 임계값을 정한 후 그 이상 연속해서 나타나는 경

우만 continutiy 계산에 포함된다. 임계값은 경험적으

로 4정도로 제한된다.

이 경우 해 공간에서의 형태는 매우 단순하므로 생

략하였다.

2.5 물리적 조건 (Tm, GC의 비율)

본 논문에서는 비슷한 물리적 조건을 가지는 염기서

열의 집합을 생성하는 문제로 가정하였다. 이 때 고려

되는 조건으로는 절반 정도의 이중 가닥이 단일 가닥

으로 분리되는 온도인 Tm과 염기서열 내에 G나 C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다. 두 조건 모두 실험자가 원하는 

값에서 일정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서 고려한 적합도 함수에서는 집합 내의 각 

염기서열의 Tm 값과 GC의 비율이 목표값에서 벗어난 

정도를 절대값으로 측정하여 합산한 값을 염기서열 집

합의 적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값이 작을수록 

원하는 조건을 잘 갖춘 집합이라고 하겠다.

이 경우 역시 해 공간에서 적합도 함수의 형태가 매

우 단순하므로 생략하였다.

3. 적합도 함수 간의 관계

이전 장에서 설명한 각 적합도 함수들은 서로 독립적

이 아니라 상호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2 길이 5인 염기서열의 모든 쌍에 대한 유사도

그림 3 길이 5인 염기서열의 모든 쌍에 대한 H-measure

그림 4 염기서열 집합의 2차 구조 가능성 계산

Take the summation of 
H-measure in this region

For r = minimum ring length to |xi| - 2* minimum pin length

r



우선 가장 중요한 적합도 함수에 해당하는 유사도와 

H-Measure를 생각해보자. 두 가지 적합도 함수 모두 최

소화하는 염기서열 집합이 최적의 집합이다. 그러나 

H-Measure를 최소화하는 집합의 경우 유사도를 증가시

킬 수 있다. 즉, 모두 같은 염기로 이루어진 염기서열의 

집합이 H-Measure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

우, 유사도나 continuity가 증가하게 된다. 유사도나 

continuity를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H-Measure를 

줄이려면 위와 같은 경우에서처럼 작은 값을 얻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두 적합도 함수 간의 관계를 다음 그림

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6은 Tm과 Hairpin을 제외한 네 가지 적합도 함

수의 관계도이다. 여기서 GC 비율은 목표값을 50%로 

하여 계산한 것이다. 각 그래프의 세로축은 해당 그래프

와 같은 행에 있는 적합도 함수의 값이고, 가로축은 같

은 열에 있는 적합도 함수의 값이다. 여기서 위에서 설

명한 H-Measure와 유사도 간의 경쟁관계 외에도, 유사

도와 GC 비율 간에도 약한 경쟁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

다. 즉 그래프에서 왼쪽 아래 부분을 보면 GC 비율이 

증가할 때 유사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염기서열 디자인 문제에서 주로 쓰이는 

적합도 함수를 정리하고, 해 공간 내에서의 형태를 제시

하였다. 또한, 각 적합도 함수간에 음 또는 양의 상관 관

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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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Measure와 Similarity 사이의 상관도 (직선

은 최적값의 쌍을 연결한 것이다).

그림 5 네 가지 적합도 함수 (유사도, H-measure, 

continuity, GC 비율) 사이의 상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