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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NA microarray는 분자생물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험 도구로써 크게 cDNA와 oligonucleotide
microarray로 나뉘어진다. DNA microarray는 일련의 DNA 서열로 이루어진 probe들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알
려지지 않은 서열과의 hybridization 과정을 통해 특정 서열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Oligonucleotide
microarray는 cDNA 방법과는 다르게 probe를 구성하는 서열을 제작자가 임의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서열이 가지는 고유한 부분만을 probe 서열로 사용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실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목표 유전자 서열에 대해 probe 집합을 생성하는 결정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넓은 해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최적 해를 찾아 주는 진화 연산이 probe 선택을 위한 좋은 대안으로 사
용될 수 있다[1,2]. 그러나 진화연산을 이용한 probe 선택방법에 있어서 인식하고자 하는 목표 서열의 개수가
많아질 경우, 해 공간의 크기가 커짐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목표
유전자 서열을 대상으로 한 probe 선택 방법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진화연산 접근 방법을 소개한다. 제시된
방법은 인식하고자 하는 목표 서열의 일부를 선택해 이를 probe 집합의 후보로 사용하며, 유전 연산자를 이용
한 진화과정을 통해 최적에 가까운 probe 집합을 찾는다. 본 논문은 GenBank로부터 유전자 서열을 대상으로
제안된 방법을 실험하였으며, 축소된 목표 서열만을 이용해 probe 집합을 선택하더라도 적합한 probe 집합을
찾을수 있었다.

1. 서 론
DNA microarray는 분자생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실험 분석 도구로써 일련의 DNA 서열로 이루어진 점
(spot)들이 유리 표면 위에 놓여진 형태를 가진다. 이때 일련
의 DNA 조각들을 probe라고 하며, 서열이 알려지지 않은 유
전자와 이 probe와의 결합 과정(hybridization)을 통해 특정
서열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DNA microarray는 크게 cDNA
칩과 oligonucleotide 칩으로 구별되며 oligonucleotide 방식
은 cDNA와 다르게 제작자가 probe의 서열을 디자인할 수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oligonucleotide microarray의 장점은
제작자가 구별하고자 하는 유전자의 서열 구성을 보고 타 유
전자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열이 있을 경우, 이를 피해 특
정 유전자만을 인식하는 DNA 서열, 즉 probe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oligonucleotide microarray에서 인식
하고자 하는 목표 유전자에 대해 이를 구별할 수 있는 특정
probe들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한편
microarray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probe의 수, 즉
microarray상의 점(spot)의 개수는 임의의 알려지지 않은 서
열을 구별하는데 필요한 hybridization 횟수와 같으며, 이는
곧 제작비용과 연결된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목표 유전자
서열을 구별하면서 소수의 probe로 구성되는 microarray를
구성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인 probe 선택 방법은 인식하고자 하는 목표 유전자
를 선택하고 각 probe의 길이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다. 그 다음 목표 유전자 서열을 대상으로 정해진 probe 길

이에 따라 sliding window방식으로 뽑아내어 후보 probe집합
이 구성되며, 이렇게 선택된 probe 집합 중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유전자와의 결합(cross hybridization)이 일어
날 가능성 있는 후보들은 제외가 된다. 마지막으로 실험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소들을 고려해 목표 유전자와의
hybridization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probe가 최종적으로
선택되게 된다[3,4]. 한편, probe 집합 선택을 위한 학문적
인 연구도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Herwig et al.[5]은 probe
선택을 최적화 문제로 보고 엔트로피 최대화 문제를 이용한
기법을 제시하였고, Li. et al.[6]은 free energy 및 melting
temperature를 기준으로 한 probe 선택 기법을 제시하였다.
Bourneman et al.[7]은 probe 집합 선택을 probe의 개수
를 고정한 상태에서 가능한 많은 목표 서열을 구분하는
probe 집합을 찾는 문제와 고정된 목표 서열에 대해서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크기의 probe집합을 찾는 문제로 나누
어 풀고자 하였으며, 각 문제를 위해 simulated annealing과
Lagrangian relexation을 이용한 동적 프로그램 방법을 제안
하였다. 또한 Tobler et al.은 probe 선택을 위해 naive
Bayes, 신경망, 결정트리 등을 이용한 사례를 연구하였다
[8].
본 논문에서는 oligonucleotide microarray에서의 probe 집
합 선택 문제를 다루며, 일정한 개수로 이루어진 probe 집합
에 있어서 다량의 목표 유전자를 가능한 많이 구별하도록 하
는 probe 집합을 찾는 진화연산 기법을 소개한다. DNA
microarray는 그 제작과정에 영향을 주는 물리, 화학적인 요
인으로 인해 현재까지 probe 선택을 위한 결정적인 방법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큰 해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최적해를
찾는 진화연산이 최적의 probe 집합을 찾기 위한 좋은 대안
으로 사용될 수 있다[1,2]. 그러나, 진화연산을 이용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인식하고자 하는 목표 서열의 개수가 많아질
경우, 그에 따라 해 공간의 크기가 커짐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목표 유전자의
일부를 샘플링해 probe 서열 후보로 사용하여 가능한 해 공
간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그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법
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시된 방법은 GenBank로부터 얻어진
1158개의 유전자 서열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
를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probe 선택 문제를 설명하며, 4장
에서는 probe 선택을 위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진화연산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5장에서는 목표 유전자 서열를 바탕으
로 한 실험 및 결과를 분석한다.

그림 2. 진화 연산을 이용한 probe 선택 시스템

3. 진화 연산을 이용한 Probe 선택 방법
2. 문제 정의

그림 1. probe 집합 표현과 fingerprint 예
Fingerprint는 한 유전자 서열에 대해 probe 집합 P의 각
probe들이 부분 서열로 존재하면 1, 아니면 0으로 표현한 벡
터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유전자 서열이 다른 fingerprint를
가지면 둘은 서로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은 probe 집
합에 대한 표현 방법과 fingerprint에 대한 예를 보인 것이다.
그림 1의 첫 번째 그림은 probe 집합을 나타낸 것으로써 샘
플링된 목표 유전자의 번호와 그 유전자 안에서 probe의 시
작위치를 나타내주는 위치값의 쌍으로써 한개의 probe가 표
현되어진다. 즉, 길이가 4인 probe라고 가정했을 경우, 그림
의 첫 번째 probe (1,4)는 1번 목표 유전자의 4번째 위치를
시작점으로 하는 ‘CTCA’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그
림 1의 아래 그림은 제시한 probe 집합에 대해 fingerprint
결과를 예로 보인 것이다. 데이터 서열안에 4번 probe를 제
외한 모든 probe의 DNA 서열과 일치하는 구간이 있으므로
fingerprint 벡터값은 (1,1,1,0)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참
고로 원칙적으로는 DNA 염기의 결합이 A-T, G-C 형태로
제한되지만 그림 1에서는 편의상 각 염기는 같은 염기와 결
합하는 것으로 표기하였다.
본 논문은 일정 개수로 이루어진 probe 집합에서 목표 유
전자를 가능한 많이 구별하도록 하는 probe 집합을 찾는 문
제를 풀고자 하며, 이는 목표 유전자에 대해 각기 다른
fingerprint를 갖게 하는 probe 서열들을 찾는 문제로 다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개수의 probe 집합에 대해 목
표 유전자를 모두 구별할 수 있는 최적해가 존재한다면, 그
probe 집합의 서로 다른 fingerprint 벡터는 모두 목표 유전
자의 개수만큼 존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probe 선택을 위한 진화 연산 기법 전
체적인 구성도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먼저 전체 목표 유전
자 서열에서 probe 서열로 사용할 일부 유전자를 샘플링한
다. 샘플링되는 유전자의 개수는 probe 집합 개수의 2배수로
정하였으며, 이는 목표 유전자에 존재하는 모든 경우의 조합
을 probe 후보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샘플링을 통해 보다 적
은 시간에 최적해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조합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며, 다음 장의 실험을 통해 그 결과를 나타내
었다. 샘플링된 목표 유전자 서열을 바탕으로 진화가 이루어
지며, 초기해는 샘플링된 서열의 일부로 임의로 선택하는 방
법으로 구성된다. 각 개체는 모든 목표 유전자를 대상으로
한 fingerprint 벡터 값을 기준으로 그 적합도가 평가된다. 부
모해는 tournament selection에 선택되며 이를 바탕으로 1포인트 교차(40%), 변이 1(40%), 변이 2(10%) 및 복제
(10%)를 적용하여 다음 세대의 해집합을 생성한다(그림 3).

그림 3. GA Operator

4.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GenBank(NCBI)로부터 얻은 1158
개 유전자 서열이다. Probe의 길이는 8, population size는
500이며, 진화 세대수는 probe 개수에 따라 점점 증가시켜
수행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적절한 수렴 시기를 측정하여 정
하였다. 예를 들어, 14개의 probe에 대해서는 50세대, 22개
의 probe에 대해서는 100세대까지 진화를 시켰다.
표 1은 probe 후보 유전자의 샘플링 크기에 따른 성능 변
화를 정리한 것이다. 제한적으로 14개의 probe 집합에 대하
여 3, 7, 14, 28, 42개 유전자를 샘플링하여 각각 10번씩 실
험하였으며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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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샘플링 개수에 따른 성능 변화
샘플링 크기가 커질수록 점차 성능이 좋아지다가 샘플링한
유전자 개수가 14 이상이 되면 평균 적합도가 점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고 적합도의 경우, 그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샘플링 개수가 7 이하인 경우에도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가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찾지는 못하
였으며, 작은 sampling일수록 편차가 급격하게 심해졌다. 또
한 샘플링 크기에 대해 수렴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샘플링된 유전자의 크기가 증가함
에 따라 가능한 probe 서열 후보의 집합, 즉 해공간이 늘어
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샘플링 되는 유전자의 수를 너무 작게 하면 일부 좋은 결
과를 얻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반
대로 샘플링 크기를 너무 크게 하면 계산 시간이 증가하고
수렴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적
절한 해를 찾기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실험에 사용한
1148개의 목표 유전자에 대해 샘플링 개수는 선택하고자 하
는 probe 개수의 2배수 이하에서 결정하였으며, 그림 4 및
그림 5에 2배수 샘플링 통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제시
한 알고리즘의 적합도는 클러스터 관점에서 볼수 있고 이는
그림 4에 나타낸 결과와 같다. Probe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구별가능한 유전자의 개수가 늘어남을 알 수 있고, 20개의
probe에 대해서는 목표 유전자의 개수에 상당히 근접함을 볼
수 있다. 그림 5는 본 실험과 같은 데이터를 사용한
Borneman et al.[7]의 결과와 비교한 것으로써 비슷한 성능
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oligonucleotide microarray에서의 probe 선
택 문제에 있어서 목표 유전자의 샘플링을 통한 진화연산을
적용함으로써 목표 유전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후보 probe 서열을 생성하기
위한 샘플링 방법은 해 공간의 크기를 제한함으로써 상대적
으로 빠른 시간안에 좋은 성능의 probe 집합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한편, 실제 DNA microarray에서 사용하는 probe의 길이는
20 이상인데 반해 본 논문의 실험에 사용한 probe의 길이는
8로써 실제 microarray 제작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 Probe의
길이가 20 이상이 되는 경우 DNA 서열로 만들어지는 가능한
probe 조합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본 논문
에서 제시한 샘플링 방법에 의한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따
라서 향후 probe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른 성능 변화를 관찰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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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robe 개수에 따른 cluster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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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robe 개수에 따른 entr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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