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기의 IUPAC 코드를 이용한 miRNA Scoring Model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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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iRNA(microRNA)는 길이가 약 22nt 정도 되는 작은 ncRNA로서 유전자 작용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서(dicer)에 의해 성숙한 miRNA(mature miRNA)를 계산학적(computational)
방법으로 학습하여 인간 miRNA의 구조를 예측하였다. miRNA에 관한 구체적인 기작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열 기반과 구조 기반 모두를 포함 하는 모델을 구현 하였으며 ambiguity code를 씀으로써 정
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miRNA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인간 EST로부터 데이터를 무작위 추출하여
실제 인간 miRNA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학습된 결과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1. 서 론
최근 작은 길이의 ncRNA가 동물, 식물, 균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1]. small RNA라
고 불리우는 이것은 유전자 작용을 조절하고 세포 분열을
유도하며 유전자를 억제하는 등 유전자 발현 과정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small RNA중 하나인 siRNA와는 비슷하지만, 다른 역할
을 수행하는 작은 길이의 RNA가 발견되었고 이것을
microRNA (miRNA)라고 부르기로 한다. miRNA의 역할과
기능을 정의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시도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siRNA와 많은 화학적, 기능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
다. siRNA처럼 다이서(dicer)에 의해 성숙한 miRNA
(mature miRNA)가 만들어지고 같은 길이를 갖으며 5'인산
기와 3'수산기를 가지고 있다[2]. 또한 효소 복합체인
RISC로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이처럼 miRNA는 siRNA와 닮았지만, 기능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miRNA는 일종의 안티센스 올리고뉴
클레오타이드(anitsense oligonucleotide)로서 mRNA에 상
보적으로 결합해 번역을 막는다. 몇 가지 miRNA를 제외하
고 기능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 다양성으로 보
아 다수의 조절 경로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
다[4].
miRNA는 새로운 형태의 유전조절 물질로서 다양하고 필
수적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
친 실험으로 하나씩 발견되는 miRNA를 계산학적인
(computational) 방법을 통하여 예측함으로서 실험에 의한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시킴을 목적으로 하였다.
miRNA 전구체(precursor)에 다이서가 와서 절단 한후 성
숙한 miRNA를 목적 서열로 삼았고 서열 기반과 구조 기반

두가지 관점을 모두 수용하여 학습하였다. 마지막으로
miRNA와 비슷한 인간 EST와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하였
다.
2. 방 법
miRNA 전구체에서 실제로 기능하는 부분인 성숙한
miRNA(mature miRNA)들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인간
miRNA 전구체를 가지고 학습해 보았다. 다음과 같은 실험
조건을 바탕으로 하였다.
실험조건
1. 성숙한 miRNA를 중심으로 3'방향으로 5mer, 5'방
향으로 5mer정도를 포함하는 염기서열 35mer를
학습. miRNA 전구체 2차 구조에서 성숙한 miRNA
의 상보서열도 함께 학습함
2. 염기서열(sequence)와 구조(structure)를 모두 포
함할 수 있도록 함
3. Ambiguity code를 사용
miRNA라고 알려진 서열에 성숙한 miRNA는 약15mer 에서
30mer까지 길이가 다양하다. 그러므로 데이터를 추출할
때 다이서에 의해 성숙한 miRNA로 잘리는 영역을 중심으
로 앞뒤로 5mer정도를 더하여 총 35mer를 학습하였다. 앞
뒤로 약 5mer의 서열을 더하는 것은 성숙한 miRNA를 중심
으로 어떤 보존된 영역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또
한, 아직까지 구조와 서열 어떤 것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도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구조와 서열 모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ambiguity code를 사용하여 대표 서
열을 찾아내도록 하였다. 데이터는 인간 miRNA라고 알려
진 서열 69개를 가지고 학습하였다.

2. 1) 서열 기반의 학습
학습할 데이터로부터 보존된 서열을 찾기 위해 [표 1]과
같은 점수표(score table)를 사용하였다. A→A, G→G, U→
U, C→C등 변이(transition)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점수
를 많이 주어 대표하는 염기 서열 값을 찾을 수 있도록 하
였고 그 외의 경우는 생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점수를 다
르게 주었다. 성숙한 miRNA를 중심으로 35mer를 학습하
였고, 이 서열에 상보적으로 붙거나 벌브(bulb)를 이루거나
루프(loop)를 만드는 등의 2차 구조를 이루는 영역 역시 학
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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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이에 따른 점수표 (transition score table)

2) 구조 기반의 학습
C와 G, U와 A, U와 G가 만나면 서로 상보적 이므로 한 쌍
을 이루지만 그 외에는 짝을 이루지 않는다. 구조 기반의
학습은 데이터 집합의 구조를 학습하여 그것을 대표하는
구조를 갖는 서열을 찾아내는 것이다. 데이터 집합의 서열
이 상보적 염기 서열 일 경우 학습할 서열도 상보적이면 점
수(score)를 주고, 상보적이지 않을 경우 학습할 서열도 상
보적이지 않으면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즉, 데이터 집합의
서열과 학습되는 서열의 구조가 같으면 염기(base)의 종류
에는 상관 없이 점수를 주었다. 서열 기반의 학습을 함으로
서 데이터 집합을 대표할 후보 서열들을 추출하고 이 서열
들의 구조의 유사성을 평가함으로써 데이터 집합에 가장
유사한 서열을 선택하였다.
3) 서열 기반과 구조 기반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
변이가 적게 일어난 서열에 점수를 높게 주어 순위를 매긴
후, 상보적 서열의 유무에 따른 구조 기반의 학습을 하여
miRNA를 대표하는 서열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서열 기반과 구조 기반 중 어느 곳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 서열기반과 구조 기
반의 관계는 식(1)과 같고 트레이드 오프(trade-off)의 관
계에 있다.


 





    

     



  



 

    

  

 

 

데이터집합의 개수n 과 성숙한 miRNA의 길이(length) l 까
지 차례로 변이 점수(transition score) si,j 를 구하고 접합
점수(pairing score) pi,j 를 구한 후, 해당 변이 점수에 더해

준다. At 와 Ap 는 서열 기반과 구조 기반의 기여도를 결정
하는 상수이고 모델의 점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다.
4) Ambiguity code
[표 2]와 같은 ambiguity code를 사용하여 학습 할 때 점
수를 계산하였다. A, T, C, U가 각각 많이 나오는 경우는
상관 없지만, 특정 위치에 두 개에서 네 개의 염기가 번갈
아서 나타난 경우에 그것을 표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
은 ambiguity code의 사용을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M으로 변이 될 경우, M은 A와 C를 나타내므로 점
수는 A→A와 A→C로 변이 될 점수를 더한 후 2로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방법은 해당 위치에 A로 나타내기에는 C가
너무 많고, C로 나타내기에는 A가 너무 많은 경우에 M으로
나타내어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다. 즉 학습된 서열의 문
자가 M인 경우는 데이터 집합의 해당 위치에 A와 C가 각각
절반의 확률로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을 뜻한다. 구조 기반
의 학습 시에도 ambiguity code를 사용하였는데 G와 M이
짝을 이룰 확률은 G와 A, G와 C가 짝을 이루는 점수를 더
한 후 2로 나누었다. Ambiguity code의 사용은 서열 하나
하나의 의미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다양한 서열들을 대표하
는 염기서열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
IU P A C IU B / G C G
C o de
A
C
G
T/U
M
R
W
S
Y
K
V
H
D
B
X /N
.

M e a n in g
A
C
G
T
A or C
A or G
A or T
C or G
C or T
G or T
A or C or
G
A or C or T
A or G or T
C or G or
T
G or A or T
or C
no t G o r A
or T or C

C o mp le me n t
T
G
C
A
K
Y
W
S
R
M
B
D
H
V
X
.

[표 2] Ambiguity code

3. 실험 결과
[그림 1]은 학습된 결과로 나온 miRNA 점수 모델(miRNA
scoring model)이다. 어두운 원은 다이서에 의해 잘리어서
실제로 기능을 하는 부분이고 흰 원은 성숙한 miRNA에
5mer정도를 더한 것이다.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성숙한
miRNA가 시작하는 부분은 서로 상보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고 성숙한 miRNA 영역에는 몇 개의 벌브(bulb)를 가지고
있다. 벌브를 이루는 서열을 중심으로 보존된 영역이 존재
한다. 성숙한 miRNA가 끝나는 부분에는 loop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c ount(log)
100
negativ e
human
mous e
10

[그림 1] 학습된 miRNA 모델(model)

[그림 2]는 학습된 서열을 가지고 학습에 사용한 인간
miRNA 서열 69개와 인간 EST로 만든 700개의 부정적
데이터 집합의 점수를 내어 도표에 로그를 취하여 그린
것이다. 부정적 데이터 집합은 인간 EST중에서 miRNA
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서열을 Vienna RNA Package의
RNAfol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만
들었다. 즉, miRNA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만 miRNA는 아닌 실제 mRNA 데이터를 뜻한다. 그래프
를 보면 인간 miRNA는 평균 약 300정도의 점수를 가지
고 있고 부정적 데이터 집합의 평균은 약 200정도의 점
수를 가지고 있다. 두 데이터가 겹쳐지는 부분도 존재하
지만 인간 EST에서 miRNA와 비슷한 구조만을 뽑은 것
을 감안하고 전체 중에서 겹치는 수의 비율을 생각하면
그것은 소수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인간 miRNA 테스트 데이터 서열 66개와 쥐
miRNA와 인간 EST의 점수표를 로그를 취하여 보여준다.
이것도 [그림 2]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데이터 집합은 실
제 miRNA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 miRNA와
쥐 miRNA의 점수는 거의 비슷하지만 인간 miRNA가 오른
쪽으로 약간 더 이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인
간 miRNA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더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각 종간의 miRNA는 공통으로 보존된 영
역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기능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진화
해 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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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간 miRNA 테스트 데이터와 쥐 miRNA와
인간 EST의 점수 그래프

4. 결 론
본 논문은 miRNA를 계산학적인 방법으로 학습함으로써
인간 miRNA 모델을 만들어 보았다. 실제로 miRNA와 비슷
한 인간 EST에서 추출한 서열과 비교해 봄으로써 성능을
평가하였다.
miRNA는 유전자 발현의 다양성을 알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여 본 연구가 학문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사나 기능의 결함으로 인한 질병은 miRNA
의 잘못된 작용으로 얻어질 수 있고, miRNA의 작용으로 병
에 관련된 유전자를 억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
기 때문에 신약 개발등에 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다양하고 정확한 매개 변수(parameter)의 추가와 데
이터 양의 증가는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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