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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전자 네트웍 구축은 다양한 생물학적 실험 결과를 통하여 유전자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작업이다. 현재 유전자
섭동(perturbation) 실험은 대규모 유전자 조절 네트웍(regulatory genetic network) 구축을 위한 중요한 데이터로 인식
되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 섭동 실험에 의한 결과는 하나의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
향을 주는 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섭동 실험에 의한 결과로
부터 생성된 복잡한 유전자 관계를 실제 생물학적 네트웍 형태로 단순화시키는 진화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
험은 진화 알고리즘이 임의의 복잡한 네트웍에 대하여 다양한 후보 네트웍 해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1. 서 론
현재 유전자 네트웍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술은 유전자의 발현(Expression)을 근거로 하는 실험들이다.
유전자칩(DNA chip)의 발달로 유전자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용이해짐에 따라 클러스터링 기법등의 다양한 분석 방법이 개
발되었다[1]. 하지만 유전자 칩에 의한 클러스터링은 하나의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정보를 유추하
기 어렵다. 따라서 최근에 유전자 섭동 실험 결과에 의한 유전
자 네트웍 구축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
유전자 섭동은 특정 유전자를 변이(mutation), 과도 발현
(over expression), 번역의 억제 (inhibition of translation)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유전자의 활동성(activity)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유전자 섭동 실험에 의한 결과는 유전자칩에
의한 결과보다 정확하게 유전자 네트웍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 섭동 실험에 의한 결과는 하
나의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
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섭동 실험에
의한 결과로부터 생성된 복잡한 유전자 관계를 실제 생물학적
네트웍 형태로 단순화시키는 진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
다.
2. 유전자 조절 네트웍의 개념
하나의 세포에는 무수히 많은 유전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많은 유전자는 각각의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유전
자들과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단순한 관계를 가지고 복잡한
전체 유전자의 조절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 이러한 유전자 조
절 네트웍은 각각의 독립적인 유전자들이 다른 유전자의 활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
이다. 유전자 조절 네트웍에서 전사 조절 인자(transcription
fa ctor)의 유전자 발현 조절, 단백질 활성 조절 등은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전사 조절인자에 의해 발현된 유전자의 단백
질이 또 다른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거나, 활성 조절 인자에
의해 활성화된 전사 조절인자가 다른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관계등은 간접적인 관계로 말할 수 있다.
그림1(a)은 간단한 유전자 조절 네트웍의 개념도를 그린 것
이다. 유전자1은 유전자2의 발현을 조절하는 전사 조절 단백질
이기 때문에 유전자1 과 유전자2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또
한 유전자 2는 인산화 단백질(protein kinase)을 발현시켜 유
전자3의 단백질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유전자3과 직접적인 관계
를 갖는다. 유전자 3과 4도 유전자 조절 단백질의 조절 관계로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를 간략히 그래
프로 표시하면 그림1(b)와 같은 네트웍을 얻게 된다.
3. 유전자조절 네트웍 구축을 위한 진화알고리즘
진화 알고리즘은 자연 세계의 진화 과정을 모방해 문제 풀
이 또는 모의 실험에 이용하는 연구의 한 방법이다. 진화 알고
리즘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들을 염색체로 표현한 다음
이들을 점차적으로 변형함으로써 점점 더 좋은 해들을 생성해
낸다. 진화 알고리즘 중에서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은 염색체가 고정 길이의 이진 문자열(binary string)로 표현된
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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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간단한 유전자 조절 네트웍의 개념도 (b)직접적

그림 1은 유전 알고리즘에 의한 유전자조절 네트웍 구축에
대한 개념을 보여 주고 있다. 유전 알고리즘으로 학습해야 할
최종 목표는 주어진 생물학 실험에 의한 데이터로부터 네트웍
의 복잡도가 최적화된 유전자 네트웍을 구축하는 것이다. 생물
학적 실험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는 각각의 유전자에 대하여 연
결선으로 접근가능한 유전자 리스트 Acc인데, 우리는 이러한
리스트로부터 유전 알고리즘을 통하여 인접 유전자 리스트를
생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그림 4와 같이 유전 알고리즘의 각 개체를 암
호화(encoding)할 수 있다. 개체의 각 비트(bit)는 인접 노드로
서 서로 연결이 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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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동실험 결과에 의한 유전자 관계 리스트)
유전 알고리즘

각각의 해는 개체(individual)라고 부르고, 이 해들의 집합
을 개체군(population)이라고 부른다. 세대가 지날수록 점점 좋
은 해를 생성하기 위해 유전 알고리즘에서는 교차(crossover)
와 돌연변이(mutation)를 연산자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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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군 크기 Npop 선택
진화 횟수 Ng 선택
개체군 초기화
최대 진화 횟수 Ng일 때 까지 반복:
1. 적합도(fitness)에 근거하여 확률적으로
두 부모를 선택
2. 교차 연산에 의해서 두 부모로부터 자식을 생성
3. 돌연변이 연산에 의해서 무작위로 값을 변경
4. 개체군 크기가 될 때까지 1번부터 반복
그림 2. 유전 알고리즘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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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전 알고리즘에 의한 유전자 조절 네트
웍 구축의 개념도

각각의 i 개체에 대한 적합도 함수는 식(1)과 같이 두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항목은 각각의 노드가 접근
가능한 다른 노드들에 얼마나 접근 가능한 지를 측정한 것이
다. 여기서는 식 (2)와 같이 TAcc를 노드 접근도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네트웍이 얼마나 적당한 연결선으로 구
성되어 있는 지를 측정한 것이다. 식 (3)의 TEdge는 연결선의
복잡도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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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와 β는 두 항목에 대하여 균형을 맞추기 위한 상수들이다.
여기서 α=1- β이다. α가 크면 접근도에 중점을 두게 되고 반
면에 β가 크면 연결선의 복잡도에 중점을 두게된다. α와 β값
은 반복 실험을 통하여 최적화해야 한다.
4. 실험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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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동실험 결과에 의한 유전자 관계 리스트)

알고리즘의 유전자 암호화 방식

Fitness(i) =αT Acc (i)+βT Edge (i)

유전 알고리즘은 방대한 문제 공간에 대하여 하나의 개체가
아닌 개체군 단위의 병렬적인 탐색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또한 교차 연산과 돌연변이를 통해서 다른 알고리즘
에 비해 전역탐색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TSP(traveling salesman problem)와 같은 다양한 그래프 최
적화 문제에 적용되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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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전자 조절 네트웍 구축을 위한 유전

유전자 조절 네트웍 구축을 위한 실험 데이터는 20개의 유
전자에 대하여 섭동 실험에 대한 가상적인 실험의 결과로 생각
되는 접근 가능 유전자 리스트 Acc를 무작위 샘플링한 것이다.
실험 데이터는 먼저 그림 6의 (a)에 보이는 인접 노드에 의한
그래프를 해로서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 5과 같이 접근
가능 유전자 리스트에 의한 복잡한 그래프를 생성한다. 즉, 그
림 5의 데이터를 통하여 그림 6의 (a)에 있는 단순한 그래프를
유전 알고리즘을 통한 학습 목표로 설정한다.
개체군의 크기는 200, 세대수는 100, 돌연변이 확률은 0.01
로 설정하였고, 노드 접근도에 대한 상수 α와 연결선 복잡도
에 대한 상수 β는 0.7, 0.5, 0.3로 다양하게 변화시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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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섭동 실험 결과로 생성된 전체 네트웍의 가상

generation (g)

데이터
유전 알고리즘을 통하여 최종 세대에서 결과가 나온 최적해
를 그림 6의 (b)에서 보여 주고 있다. 그림 6의 (a)와 (b)의 네
트웍 구조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사실 생물학적으로 그림 5
의 섭동 실험 결과에 의한 네트웍에 대하여 그림 6의 (a)와 같
은 네트웍이 정답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유전 알
고리즘은 (b)와 같은 여러 가지 후보 네트웍을 제안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전자들 간의 직접적인 연결에 대
한 사전 지식이 쌓임에 때라 이를 적합도 함수에 반영할 수도
있다.

(a)

(b)

그림 8.

유전 알고리즘의 세대에 따른 노드 접근도와 연결선

복잡도의 결과
그림 8은 유전 알고리즘의 세대에 따른 노드 접근도와 연결선
복잡도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실험 결과는 각
각의 상수값을 변경함에 따라 적합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노드 접근도 상수 α가 0.7, 일 때 연
결선 복잡도에 대한 상수 β는 0.3을 가지게 된다. 이 때, 노드
접근도는 높은 값을 가지는 반면, 연결선 복잡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섭동에 의한 생물학 실험 결과를 통한 유전
자 조절 네트웍 구축을 위한 유전 알고리즘의 학습 방법에 대
해서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유전 알고리즘이
해로써 가능한 유전자 조절 네트웍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결
론을 얻게 되었다.
향후 연구로서 인공 데이터가 아닌 효모(yeast)와 같은 종
에 대한 섭동 실험 결과에서 나온 실제 생물학 데이터를 적용
할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데이터에 대한 잡
음(noise)에 민감한지를 테스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를 고려해 볼 때 노드의 개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 6. (a) 목표 유전자 네트웍, (b) 유전 알고리즘 결과에 의
한 유전자 네트웍
그림 7은 유전 알고리즘의 세대에 따른 적합도의 추이를 보
이고 있다. 각각의 선은 20번 수행한 결과를 평균한 것이다.
이에 대한 실험 결과는 노드 접근도 상수를 변경하면서 최고
적합도의 변화를 살펴 본 것인데 모든 적합도가 동일하게 세대
가 감에 따라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그림에서 노드
접근도가 0.3일 때, 즉 연결선 복잡도가 0.7일 때 가장 좋은
접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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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유전 알고리즘의 세대에 따른 적합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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