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세포 내에서 RNA 구조는 염기 서열과 2, 3차 모티프의 조합

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특히 mRNA의 발현과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cRNA의 2, 3차 RNA 구조간의 상호 작용은 그 

기능과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1][2]. 이러한 RNA 2, 3차

구조의 중요한 역할 때문에 RNA의 중요 모티프는 유전적으로 

그 구조가 보존되어 왔다. RNA 구조의 예측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론이 연구되었는데, 동적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구[3]와 유

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구[4]가 대표적이다.

  한편, 유사한 구조와 서열을 가진 RNA를 검색하기 위한 알

고리즘도 연구되어 왔다[5]. 유사 RNA 검색 알고리즘은 단순

한 서열검색 알고리즘과는 달리 유사 2, 3차 구조를 갖는 RNA

를 검색해야 하므로 RNA 구조를 문법화한 후 그것으로 유사 

RNA를 검색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법에 기반을 

둔 유사 RNA 검색은 엄격한 문법을 찾지 못한다면 잘못된 유

사 구조 결과가 많이 생성되는 큰 한계를 갖고 있으며[6], 특히 

엄격한 문법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유전자 프로그래밍은 염기 서열의 2차 구조뿐 만 아니라 단

백질 구조 탐색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구조 예측과 분석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다[7]. 이 논문에서는 문법을 기반으로 한 유사 

RNA 검색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전자 프로그래밍

(genetic programming)을 통해 최적의 문법을 찾아내는 알고리

즘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RNA 구조의 문법과 트리구조 코드화

   2.1 RNA 구조의 문법

   RNA 2차구조 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머리핀(hairpin) 구

조이다. 이 머리핀 구조[그림1(b)]는 염기쌍을 이루는 부분과 

루프를 이루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구조를 문법화 하

기 위해 5'쪽의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염기쌍 부분 h5, 3’

쪽을 h3 로 정하고 루프를 이루는 부분은 단일 가닥(single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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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머리핀 구조 문법 (b) 머리핀 구조 

rand)으로 되어 있어 ss라 정했다. 또한 각각의 h5, h3, ss에 

해당하는 염기의 길이와 비염기쌍(mispair)의 수를 정할 수 있

게 문법을 정의했다[그림1(a)]. 몇몇의 RNA 검색 알고리즘은 

이 문법을 이용하여 유사 RNA를 검색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중에 RNAmotif 프로그램[5]을 이용하여 검색을 하 다.    

2.1 트리 구조 코드화(encoding)

   RNA 구조를 위해 표시된 문법을 곧바로 트리로 표현하는 

데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염기쌍은 5', 3’방향에서 동

시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에서 h5와 h3의 수는 동일하

게 나타나야 하며, 항상 h5는 h3 보다 선행되어 나와야 한다.

  또한 문법이 완전히 종료하기 전까지 h5개수는 h3개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하며 ss는 동시에 나와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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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NA는 세포내에서 유전자 발현에 직, 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RNA 구조는 세포 내에서의 기
능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RNA 구조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진화연
산의 한가지인 유전자 프로그래밍(genetic programming) 방법을 사용하여 염기서열 정보를 참고하는 
RNA 구조 문법의 학습 방법을 보여 준다. 이 RNA 구조를 의미하는 문법을 트리(tree)형태의 함수로 코
드화(encoding) 한 후 이것을 유전자 프로그래밍 방법으로 진화시킨다. 진화를 통해 최적의 적합도를 갖
는 트리의 문법을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 평가한 결과 0.893의 특이도(speicificity)와 0.752의 민감도
(sensitivity)를 보였다.

표 1. 함수를 이용한 문법의 코드화와 소속변수

함수 문법 소속변수

f1 h5 (f1 or f2) h3 minlen/maxlen, len, mispair

f2 ss minlen/maxlen, len

root descr



로 각 구조의 길이를 나타내는 minlen/maxlen len mispair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이것은 모두 문법에 맞지 않거나 

생물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트리의 구조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함수 f1과 f2를 도입하여 이것

을 문법으로 정의하 다[표1]. 다음 이 함수를 이용하여 유전 

프로그래밍의 변이(variation)에도 안정된 구조를 갖는 트리를 

만들었다[그림2]. 이 트리를 이용한 유전자 프로그래밍은 말단

의 입력 데이터를 받지 않으면서 구조에 기반을 둔 진화만을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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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함수 트리의 문법 변환

         

3. 유전자 프로그래밍(genetic programming) 알고리즘

   

<유전자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1. 개체군을 초기화한다

2. 개체군에 속한 개체를 평가하고, 개체의 적합도를 반환한다

3. 새 개체군이 모두 생성될 때까지 다음을 반복한다

   3.1 최적 적합도 개체를 그대로 새 개체군에 첨가한다

   3.2 선택 알고리즘을 사용해 개체들을 선택한다

   3.3 선택된 개체는 변이 과정을 거친다

   3.4 새 개체군에 변이 과정의 결과를 첨가한다

4. 종료 조건에 도달하면 종료, 아니면 새 개체군을 기존  

   개체군과 바꾸어 주고, 2-4번 과정을 반복한다

   초기화(initialization) 과정은 무작위로 300개의 트리를 생성

하 으며, 머리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염기쌍이 있어야 

하므로 f1 함수가 말단에 놓이지 않도록 제한사항을 두었으며, 

f2 함수가 연속되지 않도록 제한사항을 두었다. 선택과정(selec 

tion)에서는 모든 트리의 적합도(fitness) 값을 정렬하여 상위 

50%를 부모로 선택(selection) 하 다. 여기서 적합도는

   Fitness = 
(AH+1)
(BH+1)

×(
AS
BS
)  - Complexity      (1)

로 정의된다. (1)식에서 AH 와 BH는 각각 음성데이터와 양성

데이터에 대한 RNAmotif의  검색 점수를 의미하며 +1은 분모

가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정 값이다. AS/BS는 훈련

과정 점수를 일반화시키기 위한 음성데이터와 양성데이터의  

비율 값이다. 또 진화되는 RNA 구조의 복잡도를 안정하게 하

기 위해 Complexity라는 복잡도 수치를 추가했다. 

   다음 변이 과정중 돌연변이(mutation)는 포아송(poisson) 분

포에 따라 각 함수의 소속 변수 값을 변화시키며 0.2의 확률로 

진행된다. 교차 연산(crossover)은 모든 개체에서 일어난다. 진

화의 종료 조건은 30세대로 정했다.

4. 실험 데이터 및 결과

   4.1 실험 데이터    

   tRNA는 구조가 정확히 알려져 있으며 많은 종에서 발견되

었기 때문에 실험의 데이터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초파리의 tRNA 염기서열을 훈련 집단과 테스트 집단

으로 나누어 초파리 tRNA의 구조를 예측하 다. tRNA는 3개

의 루프 구조를 갖고 있고 3' 끝이 긴 형태를 가지고 있다. 대

부분의 tRNA의 구조와 염기서열은 그림4(a)와 상당히 유사하

지만, 종에 따라, 코돈(codon)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염기서열의 변이가 있는 경우 염기쌍의 변화

로 인해 구조적인 변이가 생기게 되며, 염기서열의 길이 변화

는 단일 가닥의 변화를 일으켜 전체적인 tRNA 구조의 변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양한 tRNA 구조가 존재하는 것을 설명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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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실험 결과 - 최적 적합도 문법

   RNA 염기서열의 변이는 문법구조를 이용한 RNA 검색과 

예측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 프로그래밍

을 통해 진화시킨 그림3(b)의 문법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tRN 

A의 통합된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다른 tRNA의 예측에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나타낸다. 30번째 세대에서 나타난 이 

문법은 민감도가 0.79 특이도가 0.975로 나타나 학습이 잘 이루

어 졌고, 테스트 과정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그림3(b)].

   4.3 적합도와 트리 복잡도의 변화

 

   세대별 최적 적합도의 변화는 그림4(b)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최적 적합도는 초기 세대에서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며 

10세대 이후부터는 거의 변화가 없게 된다. 또한 급격한 변화 

전후에는 우성인 적합도의 평형 상태가 상당히 유지되고 있음

을 보여 주고 있어 생물계에서의 진화 현상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평균 적합도의 변화는 초기 

빠른 학습 성장을 보이며 30세대까지도 완만한 성장을 계속해

서 보이고 있다[그림4(a)]. 이는 트리 구조의 문법이 학습에 좋

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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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세대별 최적 적합도(b)와 평균 적합도(a)

그림 3. (a) tRNA 일반적인 구조 (b) 30번째 세대의  

       최적 적합도 0.031224인 tRNA 문법



0.0E +00

5.0E -06

1.0E -05

1.5E -05

2.0E -05

2.5E -05

3.0E -05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Generation

Com plex ity

그림 5. 세대별 최적화 개체의 복잡도
 

   적합도의 측정에서 복잡도의 개념을 도입한 결과 초기 세대

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세대에서 일정한 정도의 복잡도를 갖게 

되었으며[그림5] 트리의 노드 개수도 6개에서 9개 사이에서 최

적화 되었다. 이렇게 RNA 구조를 나타내는 함수의 트리는 적

합도의 기준에 따라 안정된 형태로 학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4 최적 적합도 문법의 특이도, 민감도, 상관 계수

   양성인 tRNA 염기서열 데이터 100개와 음성인 염기서열 데

이터 100개에서 훈련된 최적 적합도의 문법은 평가를 위해 

tRNA 염기서열 290개의 양성 데이터와 음성인 염기서열 290개

로 테스트를 실시한 후, 특이도와 민감도를 분석하 다. 또한 

특이도와 민감도를 이용해 구한 상관 계수[(2)식]를 적합도와 

비교해 보았다. 음성데이터는 mRNA, rRNA, smallRNA, IRE, 

루프 구조의 염기서열과 유전자간 염기서열의 집합으로 구성하

다. 

             

Actual + Actual - 
Predicted + TP FP
Predicted - FN TN

               표 2. 오분류행렬(confusion matrix)

CC=
(TP*TN)-(FN*FP)

(TP+FN)*(TN+FP)*(TP+FP)*(TN+FN) (2)

   

   6, 8, 22, 30세대에서 훈련 과정과 테스트 과정에서 적합도

는 모두 줄어 드는 반면, 상관 계수는 두 과정에서 모두 증가 

한다. 이는 최적화된 문법을 이용한 RNA 구조 예측은 적합도

를 최소화, 상관계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함을 의미한

다. 특히 30번째 세대에서 나타난 최적 적합도 문법은 훈련 과

정에서 8, 22세대와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테스트 과정에서

는 30세대에서 더 높은 상관 계수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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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훈련 과정의 민감도, 특이도, 상관 계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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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테스트 과정의 민감도, 특이도, 상관 계수의 관계

   훈련 과정과 테스트 과정에서 후세대의 문법이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 주고 있다[그림6]. 특히 훈련 과정에서의 복잡도 

도입으로, 테스트 과정에서 세대가 지날수록 RNA 구조 예측에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그림7]. 

.

5. 결론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RNA 구조 문법 학습 방법에 적용함

으로써, 특히 기존에 알고 있던 염기서열 정보를 이용하여 밝

혀지지 않은 RNA들의 예측에 큰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되며 테스트 평가에서 민감도 결과가 80% 가까이 나왔

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특이도에도 

높은 결과를 보임으로서 잘못된 예측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성

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사용한 RNA 구

조 문법 학습 방법은 여러 개의 RNA 염기서열을 함축하여 학

습하기 때문에 tRNA 외에 다른 종류의 RNA나 DNA에 도 충

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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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민감도 특이도 CC
6 0.220 0.957 0.329 

8 0.790 0.975 0.784 

22 0.810 0.976 0.802 

30 0.790 0.975 0.784 

세대 민감도 특이도 CC

6 0.207 0.882 0.279 

8 0.752 0.826 0.596 

22 0.803 0.798 0.600 

30 0.752 0.893 0.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