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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분류 방법으로서의 SVM(Support Vector Machine)은 커널 방법과 함께 사용됨으로써 그 

유용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커널 방법은 일반적으로 입력 데이터의 자질(feature)로 나타

내는 공간으로부터 높은 차원의 공간으로 데이터를 사상(mapping)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나,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간에 새로운 거리(metric)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다양한 커널 방법은 구조화된(structured) 데이터에 대해 커널 형태로 거

리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DNA의 작용을 모델링하여 만든 새로운 

커널이 miRNA(micro RNA)와 mRNA(messenger RNA)쌍에 대한 발현 여부를 분류해 내

기 위해 커널 형식으로 거리를 부여하는 방법을 보인다. 이 방법은 실리콘 컴퓨터가 아

닌 실제 DNA분자로 실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을 고려할 때 여러 종류의 DNA 코드를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분자컴퓨팅 방법이다. 

 

1. 서  론 

SVM(Support Vector Machine)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커널 방법의 장점을 나타내기에 

적당한 구조를 지녔기 때문이다. 커널 방법은 데이터를 

높은 차원의 공간에 사상(mapping)시켜 선형 분류방법의 

VC차원을 크게 해 주는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열이나 그래프 모델과 같은 구조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적절한 커널을 적용시켜 줌으로써 데이터간의 

거리(metric)을 부여시켜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계학습의 많은 문제들을 실제 데이터의 공간상의 

위치가 아닌 데이터간의 내적값만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로 환원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사상을 위한 함수가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더라도 데이터로부터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커널 행렬만 정의할 수 있는 경우 커널 행렬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건 간에 기계학습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특성공간(feature space)의 쌍대공간(dual 

space)인 데이터 공간(data space)에서의 작업은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경우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고, 

데이터x데이터의 크기를 갖는 커다란 커널 행렬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연구에서는 SVM의 경우를 직렬기계인 컴퓨터로 모든 

계산을 순차적으로 해 내는 대신 칩 위의 아날로그 전자 

회로를 통해 한번에 실시간으로 계산해 내려는 시도가 

있었다.[6]  

기계학습에 분자컴퓨팅을 응용한 연구로는 최근 RNA의 

발현량을 통제함으로써 다양한 회로망을 구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4]. 이 연구는 생화학적인 

반응을 이용하여 신경망과 유사한 기능을 in vitro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작은 수의 노드로 구성된 망의 구성을 시도하고 있고 

학습의 방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편 본 

연구진에서는 최근 DNA의 병렬적 혼성화 반응을 

이용하여 양한정(positive definiteness) 조건을 만족하는 

커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사(simulation)하여 

보여주었다[1]. 또한 이와 같은 방법이 실제 DNA의 

hybridization 결과와 잘 일치함을 theorem proving 

문제에 적용시킨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를 통해 얻었다[2]. 



본 논문에서는 DNA 컴퓨팅 기반 커널 머신이 보다 

실제적인 생물학 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2. microRNA 목표 유전자 예측 

DNA 커널이 직접적으로 사용되기 쉬운 분야는 

생물학(biology)의 문제 중 DNA 순차열(sequence)의 

분석을 통한 분류 문제이다. MicroRNA (miRNA)는 약 22 

뉴클레오타이드(nucleotide) 정도의 작은 크기를 갖는 

RNA 분자로서 동식물의 유전자 발현 과정에서 

messenger RNA (mRNA)와 느슨한 상보적 결합을 

함으로써 발현 억제 기능을 한다. 이 때, mRNA와 

miRNA의 쌍이 가지는 순차열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본 연구진의 다른 연구는 miRNA의 mRNA 발현 억제 

여부를 이들 RNA쌍이 가지는 염기 순차열에서 얻은 여러 

가지 자질(feature)들을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다.[3] 

MicroRNA의 기능 여부는 miRNA와 mRNA쌍의 

염기서열에 의해 결정된다. 실험에 필요한 miRNA:mRNA 

쌍 서열 데이터는 문헌으로부터 직접 얻었으며 생물학 

실험으로 검증된 것만을 사용하였다. DNA커널을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miRNA와 mRNA의 

순차열(sequence)을 붙여서 하나의 순차열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때 서로 상보적인 miRNA와 mRNA의 

부분적인 영역이 의도하지 않게 서로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miRNA 서열의 5’과 3’방향을 바꾸어 코딩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순차열로 miRNA가 발현 억제기능을 

하는지 분류한다. 

 

 

 

 

 

 

<그림 1> 순서열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 

 

이와 같이 구성한, 길이가 46mer(24mer의 mRNA, 

22mer의 miRNA)로 같은 20개 데이터를 xi로 표시하고, 

각각의 xi에 해당하는 yi가 데이터의 억제 여부를 

나타내는 값을 가지게 함으로써 학습을 위한 데이터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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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set을 

가지고 leave-one-out으로 20번의 학습과 테스트를 여러 

온도에 대해서 3번씩 해 평균을 취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mRNA와 miRNA쌍의 데이터를 가지고 

p-spectrum 커널을 통해 실험한 결과와 hybridization을 

통해 형성된 커널을 통한 방법의 결과를 비교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hybridization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커널이 

적절히 데이터들간에 거리(metric)를 부여하는 커널이 

됨을 보여준다. 

 

3. DNA 커널 

Hybridization을 통한 커널은 DNA의 작용을 모델로 

했으며 DNA 순차열(sequence)에 적용시키기 가장 좋은 

형태를 지니고 있으므로 DNA 커널이라고 부른다. 

DNA커널의 구현은 DNA 순차열 데이터들에 대해 

각각의 상보적(complementary) 순차열 데이터들을 

생성시켜 전체를 hybridization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각 커널의 요소값 Kij는 i번째 순차열과 j번째 상보적 

순차열 데이터가 결합된 double strand의 개수를 통해 

계산되며, 이 때 온도의 조절을 통해 simulated 

annealing을 시킴으로써 양한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커널을 얻을 수 있게 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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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커널의 커널값을 얻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각각의 데이터에 해당되는 DNA와 그에 상보적인 

DNA를 구성한다. 유사한 데이터일수록 염기배열이 

비슷하다는 것을 가정한다. 

2. 만들어진 DNA 모음을 시험관에서 섞고, 온도를 

조절해서 DNA 가닥들이 서로 붙게 한다. 

3. i번째 데이터에 해당되는 DNA 가닥과 j번째 데이터에 

해당되는 상보적 DNA 가닥이 붙은 dsDNA의 양에 

비례해 커널 행렬의 성분 Kij를 구성한다. 

 

이와 비교해 p-spectrum 커널은 두 개 string간의 

유사도를 두 string이 공통으로 가지는 길이 p의 

substring의 개수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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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M 분류기는 이렇게 얻어진 커널을 가지고 

자질(feature)공간에서 데이터 set간 margin이 최대가 

되도록 최적화된 파라미터 α들을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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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다음의 연산을 함으로써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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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커널을 통해 입력공간에서 선형적으로 분류되지 

않는 학습 데이터가 있는 공간을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그림2>는 2차원 평면에서의 

거리를 결합 에너지로 가정하여 데이터 공간이 분류 되는 

것을 모사(simulation)한 예이다. <그림2>의 네 가지 

경우는 모두 적절한 온도로 simulated annealing을 해 

주어 양한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커널을 제작한 예인데, 

이를 통해 simulated annealing온도를 조절해주는 것이 

데이터 분류에 있어서 regularization 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그림3>는 simulated annealing을 통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양한정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커널을 

사용했을 때, 데이터 공간을 잘 분류해 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Target mRNA miRNA 5’ 5’ 3’ 3’ 

5’ 3’ 



 

 

 

 

 

 

 

 

 

 

 

 

 
<그림 2>DNA커널을 통한 데이터의 분류. Simulated 

annealing 온도는 각각 (a)73℃→40℃, (b)73℃→60℃, 

(c)73℃→67℃, (d)74℃. 

 

 

 

 

 

 

 
<그림 3> simulated annealing을 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 

공간을 정확히 나누지 못함을 알 수 있다. 

hybridization온도는 40℃.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DNA커널을 이용하여 

miRNA분자가 mRNA의 발현을 억제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지 분석하여 본다. 

 

4. 실험 결과 

다음의 그래프는 simulated annealing온도를 달리한 

DNA 커널을 이용한 SVM분류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4> simulated annealing의 목표온도를 달리한 DNA 

커널을 이용한 SVM분류성능이다. DNA 커널의 성능이 p-

spectrum 커널의 성능을 거의 따라간다. 

 

Simulated annealing의 목표온도에 따라 regularization 

정도가 달라지면서 분류 성공률에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각각 p값을 달리한 p-spectrum 커널을 이용한 

SVM분류 결과(분류 성공률)는 최대 .85로서 DNA커널의 

결과가 p-spectrum 커널의 성능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대 .85를 제외하고 

대부분 .75이상의 성공률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DNA커널의 결과가 어느 정도 이상 p-spectrum 커널의 

결과와 비교해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토의 

모사를 통한 DNA커널이 p-spectrum커널의 성능을 

능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용하는 분자의 수가 실제 

분자의 수를 다 모사하지 못하고, 난수의 사용에 의한 

잡음이 에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DNA hybridization을 모사하여 커널을 생성하는 

방법이 miRNA의 분류에 simulated annealing 온도에 

따라 다양한 거리(metric)를 부여해 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분류 성능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았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DNA 염기 서열 분석에 많이 

쓰이는 hamming 거리를 통한 방법보다 더 풍부하고 

자유롭게 거리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이 

방법은 실제 DNA를 통해 병렬성을 지닌 분자 컴퓨팅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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