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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간 유 체 서열 결정이 가능해 짐에 따라 개인 맞춤형 의학을 한 개인의 유  다형성을 

밝히는 연구가 범 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동일 염색체 복수좌 에서의 립형질을 고려하

여 단일염기다형성에 기반한 유 체 서열 하 로타입(haplotype)을 생성하는 하 로타입 페이징(phasing) 

분석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작은 범  내에서의 하 로타입 페이징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최

근 차세  시 싱 기술의 격한 비용 하락으로 인해 유 체 체를 상으로 한 페이징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까지 제시된 하 로타입 페이징 알고리즘을 조사하고 분석하며, 향후 연구 방향

에 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 하 로타입, 페이징, 단일염기다형성, 차세 시 싱

Abstract Based on the recent achievement of sequencing technologies, the research on the genetic 

variation have been highlighted for realizing personalized medicine. Since human genome consists of 

diploid, the approach to find haploid which is a combination of alleles at adjacent locations on the 

chromosome, called haplotype phasing studies have drawn attention. Haplotype phasing is the method 

to detect haplotype block based on heterogeneous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Usually, 

the research has been widely applied in a small part of chromosome, but the recent research starts 

to focus on the phasing of whole genome, using next generation sequencing data.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the computational methods for haplotype phasing, and then suggest the promising direction 

of the computational haplotype phasing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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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람은 Adenine (A), Cytosine (C), Guanine (G), 

Thymine (T)의 4개의 염기들의 배열로 구성된 23 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이들 염색체에서 염기들의 배열

순서가 유  정보가 되며[1], 이러한 유 정보를 해독하

기 해서 Human Genome Project[2,3], International 

HapMap Project[4,5], 1000 genome project[6,7] 등 수 

많은 유 체 분석 로젝트들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인

간 유 체에 한 서열 결정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이용

하여 신약 개발  질병 진단, 치료 등 실제 의료 장

에 사용하여 개인 맞춤형 의료를 실 하고자 하는 시도

가 지속되고 있다[8,9].

개인 맞춤형 의료를 해서는 개인의 유  다형성

을 밝히는 것이 필수 이며 이에 따라 개인의 유  

차이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0-12]. 사람

의 유 정보  99.9%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동일

한 정보들이고 나머지 0.1% 정도만 서로 다른 유 정보

를 가지고 있다[1]. 가장 일반 이면서 많이 연구되고 

있고 재 기술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은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이다. SNP은 DNA 염기서열  같은 종의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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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 로타입 페이징 과정

Fig. 1 Overview for haplotype phasing

다른 객체에서 나타난 한 염기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의

미하고[13], 이러한 차이가 실제로도 유  질병에 많

은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져 왔다[14]. 하지만 각각의 

SNP에 한 연구는 유  질병  오직 하나의 염기

변이로 인해 생기는 멘델리안 유  질환(Mendelian 

diseases)의 원인 분석은 가능하지만, 여러 개의 SNP들

이 서로 연 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복합 질환(complex 

disease)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15]. 한 질병 원인에 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해서는 여러 변이들이 상동염색체  동일한 염색체 

내에 같이 나타나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에 한 

분석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각 SNP들의 향력을 종

합 으로 확인하고, 특히 하나의 염색체에서 나타난 

SNP들의 조합의 향을 확인하기 해 최근 들어 하

로타입(haplotype)에 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 로타입을 찾기 해서 실험 인 방법, 계산학  

방법 등 다양한 시도가 있으나[16], 본 논문에서는 계산

학 인 방법을 이용한 하 로타입 페이징(phasing) 알

고리즘에 집 하여, 1990년에 처음으로 제기된 알고리즘

부터 재까지의 알고리즘을 비교, 분석하고 기존 알고

리즘의 장단 을 악한 결과를 기반으로 이후 연구 방

향에 해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하 로타입 페이징

하 로타입(haplotype)은 haploid(반수체)와 genotype 

(유 형)을 합쳐서 만들어진 용어로, 동일 염색체상 복

수좌 (multiple locus)에서의 립형질(allele)의 조합을 

의미한다[4]. 하 로타입 페이징(phasing)이란 하 로타

입을 결정하기 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체 유

정보 에서 0.1% 정도인 각 개인별 유  변이가 상

동 염색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알기 해 용되

는 기법이다. 지 까지의 하 로타입 련 연구는 상당 

수의 립형질이 SNP때문에 차이를 보인다는 을 이

용하여 하나의 염색체상에 서로 연 된 SNP의 집합을 

찾는 연구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표 인 

것이 International HapMap Project[4,5]로, 이 로젝

트에서는 인간 유 체의 하 로타입을 페이징하여 유

자 변이의 공동된 패턴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활동으

로서 인간의 질병과 약물반응  환경에 향을 주는 

유 인자를 확인할 수 있기에 질병에 한 원인 분석 

 치료에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설명하는 하 로타입 페이징 문제는 2001

년 Lancia[17]의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즉 하 로타입 

페이징 기법은 한 의 상동 염색체의 서열 에서 동일 

치이지만 서로 다른 염기 서열(heterogeneous SNP, 

hetero SNP)을 가지는 경우만을 모아서, 이들 hetero 

SNP들의 조합을 하 로타입 별로 표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기존에는 주로 SNP 어 이 정보에 기반하

여 페이징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차세  

시 싱 기술(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18,19]

의 비약 인 발 으로 인하여 NGS 데이터로부터 하

로타입 페이징을 하기 한 방법들도 시도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림 1은 하 로타입 페이징에 한 시를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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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NGS를 이용한 방법을 로 들면, NGS 기술은 

염색체를 다수의 짧은 가닥(15～100 염기)으로 조각 낸 

이후, 각 조각을 이어 붙여 원래의 염색체를 복원하는 

방식이기에, 두 으로 구성된 인간 염색체의 어느 가닥

에서 해당 서열이 유래되었는지 알기 어렵다[17]. NGS

로부터 얻어진 개인염기서열을 표 염기서열(reference 

sequence)과 비교하여 표 과 다른 염기를 찾아내고 이

를 SNP으로 지정하는데, 이 때 특정 치에서 표 염

기서열과 다른 하나의 염기가 발견되면 homogeneous 

SNP(homo SNP)이라고 하고, 표 염기서열과 다른 두 

개의 염기가 발견되면 heterogeneous SNP(hetero SNP) 

이라고 한다. 그림 1의 에 나온 상동염색체의 염기서

열에서 SNP가 나타날 수 있는 치의 염기들을 표  

염기서열과 비교하여 보게 되면, 1, 2, 3번 SNP 치에

서는 h1과 h2의 염기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hetero 

SNP이다. 반 로 4, 5번 SNP 치의 경우 h1과 h2의 

염기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homo SNP이다. 즉, hetero 

SNP 치에만 하여 페이징을 하여도 상동 염색체에 

한 체 염기서열을 알 수 있다. 이를 해서는 우선 

래그먼트(fragment) f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f는 

길이가 n인 문자열로 표 되고, NGS의 경우 사용된 개

별 DNA 리드(NGS read)에 같이 발견된 hetero SNP

들의 집합을 래그먼트로 정의된다. NGS의 DNA 리

드는 매우 짧지만, 최근 사용되고 있는 mate-pair나 

paired-end 정보를 활용하면 상당히 긴 래그먼트(～ 

몇 천 염기)을 재구성할 수 있다. 래그먼트들을 표

하기 한 문자열에서 각각의 문자는 ‘1’, ‘0’, ‘-1’, ‘-’ 

의 4가지로 표 된다. 한 의 상동 염색체에 하여 

hetero SNP이 발견되어 같은 치에 2개의 서로 다른 

염기가 있을 때, 특정 염기가 표  염기 서열과 동일한 

경우 ‘1’로 정의되고, 다른 경우는 ‘0’으로 정의한다. ‘-’

는 특정 치에 해당 SNP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이고, 

‘-1’은  엉뚱한 염기가 나타난 경우이다. 를 들어, 

그림 1의 SNP3 치에서는 C 는 A가 나타나는데, 특

정 read (f1 )에서만 ‘T’가 나온 경우이다.

이러한 래그먼트들을 취합하면 하나의 행렬 M을 

만들 수 있다. 행렬 M은 n by m 행렬로 만들어 지는

데[17], n은 개인유 서열에 등장한 hetero SNP의 총 

개수이고 m은 hetero SNP이 발견된 체 DNA 래

그먼트(fragment)의 수가 된다. SNP 행렬 M은 하 로

타입 페이징을 한 필수 입력 데이터이며, 이 외에 추

가로 유 자형 데이터나 래그먼트들의 터리 스코어

(quality score)[20,21] 등 다른 정보도 고려하여 페이징

에 이용할 수 있다.

3. 기존 하 로타입 페이징 방법론 분석

하 로타입 페이징 방법론은 문헌 조사 결과 1990년

에 최  논문이 발표된 이후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90

년부터 재까지 발표된 하 로타입 페이징 논문들을 

페이징을 하기 한 기반 모델들을 기 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하 로타입 페이징 문제를 해결하기 

해 용되는 알고리즘들은 매우 다양했지만, 각 논문

들은 서로 유사한 방식의 목 함수(objective function)

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지 까지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목 함수가 무엇인

가에 따라, MEC (Minimum Error Correction) 모델

[22], WMLF (Weighted Minimum Letter Flip) 모델

[23], MFC (Minimum Fragment Cut) 모델[24], 기타

의 네 가지로 구분하 다(표 1).

3.1 MEC 모델

MEC(Minimum Error Correction) 모델은 측한 하

로타입과 입력 SNP 행렬 M을 비교하여 틀린 결과

(error)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MEC 모델을 사용한 

부분 알고리즘들은 틀린 결과를 최소화하기 해서 그림 

2와 같이 SNP 행렬을 틀린 결과가 최소가 되는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partition문제로 변환하여 근하다.

그림 2에 있는 것처럼 입력 SNP 행렬 M을 선택한 

알고리즘을 통해 두 개로 나 고(partitioning), 구분된 

각 partition의 래그먼트들을 가지고 각각 서열(haplo-

type)을 생성한다. 생성된 하 로타입이 기존의 SNP행

렬과 비교하여 틀린 결과들의 합이 최소화되도록 래

그먼트들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를 수학 으로 표시하면 MEC 스코어는 총 m  개

의 래그먼트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식 (1)과 같이 표

된다. MEC(M,H)함수 값은 모든 래그먼트들과 해

당 하 로타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dperFrag (･)의 합이다. 

dperFrag (fj, hk) 값은 모든 SNP 치에서 j번째 특정 

래그먼트 fj와 그가 속한 하 로타입 hk의 정보의 차이

로, dperSNP (･)의 합으로 표 된다. dperSNP (･) 값은 동

일한 SNP에서 래그먼트 f와 하 로타입의 정보가 모

두 ‘-‘이 아니면서 서로 다를 경우에만 1을 부여하고, 

그 외의 경우는 0으로, fji는 j 번째 래그먼트의 i 번째 

SNP 치, hki는 하 로타입 k의 i  번째 SNP 치의 

염기를 의미한다. G(hk)는 래그먼트의 부분집합으로, 

래그먼트들을 partition했을 때의 k  번째 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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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wise 0

)( if 1
),(

⎩
⎨
⎧ ∈

= khGjf
khjfF  (3)

                                  otherwise 0
   and ,'-' ,'-'  if 1

),(
⎩
⎨
⎧ ≠≠≠

= kihjifkihjif
kihjifperSNPd

(4)

표 1 하 로타입 페이징 알고리즘 분류

Table 1 Haplotype phasing approaches

Model Approaches Related works

MEC

Branch and

Bound

Algorithm

Wang et al. (2005)[25]

Lim et al. (2012)[26]

Genetic

Algorithm

Wang et al. (2005)[25]

GA-MEC (2008)[27]

HapAssembler (2010)[28]

GAHap (2012)[29]

SAT

He et al. (2010)[30]

HapSat (2011)[31]

xGenHapSat (2012)[32]

Stochastic

Approach

SHR (2008)[33]

HASH (2008)[34]

HapCut (2008)[35]

Other 2D-mec (2007)[36]

WMLF

Greenberg et al. (2003)[23]

Zhao et al. (2005)[37]

Kang et al. (2008)[38]

HapAssembler (2010)[39]

MFC Graph RefHap (2010)[24, 40]

Other

Parsimony

approach
Clark's algorithm (1990)[41]

Bayesian

Method

Phase (2001,2005)[42-43]

Haplotyper (2002)[44]

Arlequin (2003,2010)[45-47]

HaploBlock (2004)[48]

HMM

fastPhase (2006)[49]

BEAGLE (2007)[50]

IMPUTE2 (2009)[51]

MACH (2010)[52]

Hap-seq (2012)[53]

Heuristic

Algorithm

fast Hare (2004)[54]

levy et al. (2007)[55]

SpeedHap (2008)[56]

PSO (2005)[57]

Tree

HAP (2003,2004)[58]

Li et al. (2005)[59]

HapCompass (2012)[60]

A. Efros, E. halperin (2012)[61]

Other

PL_EM (2002)[62]

hap (2002)[63]

hap2 (2004)[64]

Halldórsson et al. (2010)[65]

Hapsembler (2011)[66]

HaploMerge (2012)[67]

그림 2 MEC를 이용한 하 로타잎 페이징의 . 회색으로 

표시된 숫자들은 틀린 결과를 표시함

Fig. 2 An example for haplotype phasing using MEC. 

The incorrect results are marked as gray

그림 2의 경우, MEC의 값은 2이다. 1,2,6번 래그먼

트들이 h1에 속하고 나머지 래그먼트들은 h2에 속하

기에, F(f1, h1)은 1, F(f1, h2)는 0이다. 한 각 그룹 내, 

각 SNP의 값은 그 치에서 제일 많이 나타난 염기라 

가정한다면, h1에 속한 1,2,6번 래그먼트들로 이루어진 

G1에서 추론된 하 로타입 h1은 101이며 따라서 dperFrag 

(f1,h1)은 1이다. 그 원인은 1번 래그먼트의 SNP1, SNP3

의 값은 추론된 하 로타입 h1과 같기 때문에 dperSNP 

(f11,h11)과 dperSNP(f13,h13)은 0이고, SNP2의 값은 서로 

다르기에 dperSNP(f12,h12)는 1이기에 각 치의 dperSNP 

(f1i,h1i)의 합 한 1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래그

먼트들과 추론된 하 로타입에 한 dperFrag(fj,hk) 값을 

합을 구하면 2이다.

다만, MEC 모델은 이미 NP-hard 문제로 증명되어 

있다[68].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해 여러 가지 근법

이 제안되었는데, Branch and Bound 알고리즘, 유  

알고리즘, SAT, 통계  근법,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1.1 Branch and bound 알고리즘 용

Wang의 연구에서는 partitioning 문제를 이진 트리를 

사용하여 경로를 찾는 문제로 재정의하고, branch and 

bound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 다[25]. 

트리 구조에서 노드는 각각의 래그먼트들을 의미하고 

각각의 노드는 2개의 자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변의 가

치 값은 그룹 넘버 즉 1 는 2이다. 이 논문에서는 

경로를 찾을 때 루트 노트 즉 1번 래그먼트부터 시작

하여 매번 래그먼트를 추가하면서 1번부터 해당 래

그먼트까지의 MEC 스코어를 계산하여 기존 MEC스코

어보다 크면 단하는 방식이다. 이진 트리를 모두 구성

한 후 경로 찾는 시간을 이기 해서 Koontz[69]이 

제기한 보다 엄격한 bound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

하 으며 실제 구   분석은 Lim[26]에 의해 완성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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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유  알고리즘 용

Branch and bound 알고리즘은 용량(large-scale) 

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NP-hard 

문제에 많이 용되는 유  알고리즘[70]은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고 용량 데이터로부터 하 로타입 페이징을 

하기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Wang은 매 세

마다 새롭게 재조합된 하 로타입들을 MEC 모델에 기반

한 합도(fitness) 값 식 (5)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25].

           
*

),(1
nm

HMMECfitness −=  (5)

일반 인 유  알고리즘에서와 같이 기 세 는 랜

덤하게 생성되고 나머지 세 는 바로  세 를 기반으

로 자가 정해놓은 교배율(crossover rate)  변이율

(mutation rate)에 의해 생성된다. 매 세 마다 생성된 

하 로타입들은 식 (5)의 합도 함수에 의해 평가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새로운 세 의 하 로타입들이 생

성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가장 최 의 합도 값을 

가지는 하 로타입을 최종 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2008년 제안된 GA-MEC[27] 한 유  알고리즘을 

용하 으며 각 세 마다 합도 값 계산시 k-means 

클러스터링과 유사한 형식의 과정을 통해 래그먼트

들을 티셔닝하고 하 로타입을 찾는다. 우선 임의로 

하 로타입 한 을 생성 후, 해당세 의 래그먼트

들을 두 그룹으로 나 다. 각각의 래그먼트들을 두 

하 로타입과 비교하여 식 (2)의 dperFrag(･)의 값이 

은 하 로타입의 그룹에 분류한다. 이와 같이 체 

래그먼트들을 두 그룹으로 분류 후 그 그룹을 사용하

여 다시 하 로타입을 한 을 생성한다. 이 과정을 

생성되는 하 로타입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여 하 로타입을 추론 후 식 (5)를 사용하여 

합도 값을 계산한다.

GAHap[29]은 다른 모델들과 달리 래그먼트의 각 

SNP 치에서의 값을 0, 1, 2 는 ‘-’로 체하지 않고 

그 로 사용하고, Hamming distance를 이용하여 하

로타입과 래그먼트 사이의 차이를 계산한 것이 특징

이다.

3.1.3 SAT 문제로 변환

MEC를 해결하기 한  다른 방법으로는 SAT 문

제로 변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SAT 

문제도 NP-complete이지만, 논리식의 literal의 개수를 

최  2개로 정하 을 경우에는 다항 시간에 문제를 해

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단순화시킬 경우 최 해를 

찾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Mousavi et al.[31]은 바

로 이 을 활용하여 하 로타입 페이징 문제를 MAX- 

2-SAT 논리식으로 변환하여 HapSat모델을 제안하 고, 

그 논리식은 식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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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모든 래그먼트의 모든 SNP 정보들

을 논리식에 용하여, MEC 모델의 식 (1)을 논리식으

로 변환하 으며, MEC 스코어 즉 C값을 최소화하는 F’

의 값을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구하 다. HapSat은 

입력 SNP 행렬 생성 시 homoSNP과 heteroSNP를 모

두 포함하 기에 2012년에는 이 모델에 각 SNP 치에

서의 유 형 정보 함께 고려하여 하 로타입 페이징을 

하는 XGenHapSat[32]을 만들었다.

3.1.4 확률 모델 이용  기타 다른 방법

하 로타입 페이징시 사용되는 데이터는 불완 할 수

도 있고 데이터 내에 에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데이터에 한 처리를 해 확률모델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도 연구되었다. 확률모델을 이용한 방법  

하나로는 Chen의 모델이 있다[33]. 이 연구에서는 입력 

행렬을 두 그룹으로 분류 후 각 그룹마다 모든 SNP 

site에서 제일 많이 나온 염기들을 나열한 결과가 바로 

구하려는 하 로타입이 되도록 한다. 각각의 래그먼트

들을 분류 시 확률모델을 사용하여 래그먼트를 한 

의 하 로타입 h1과 h2에 각각 비교하여 차이를 비교한 

후 그 차이의 값이 은 그룹으로 분류된다.

HASH[34]와 HapCut[35]는 동일 자들이 개발한 

그래  기반 확률모델들이다. 이 두 방법은 모두 입력 

행렬에 근거하여 그래 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래 의 

각 노드는 입력행렬의 열, 즉 각 SNP 가 되고, 만일 두 

치를 포함하는 래그먼트가 존재하면 해당 노드들을 

연결하여 다. 그래 의 가 치는 하 로타입 해당 

치들과 일치한 모든 래그먼트들의 개수와 일치하지 

않는 래그먼트들의 차이로 부여한다. 이 그래 를 기

반으로 하 로타입 페이징시 HASH는 graph cut을 사

용하여 마코  체인(Markov chain)을 구성하 다면, 

HapCut은 Max-Cut 기법을 사용하여 MEC 값을 최

화하 다. MEC 스코어 계산에서 f (･)값을 부여시, 이 

두 방법은 각각의 래그먼트들을 2개의 하 로타입과 

모두 비교하여 MEC 스코어 값이 은 하 로타입을 

선택하여 체 MEC 스코어 값을 계산하고 greedy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최소의 MEC 스코어를 가지는 하

로타입 한 을 추론한다.

에서 설명한 알고리즘들 외에도 휴리스틱 방법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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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2007년 Wang이 제안한 2D-mec 모델은 식 

(7)과 같이 두 래그먼트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 후 제

일 멀리 떨어진 두 래그먼트를 두 그룹의 심으로 

간주하고 래그먼트들과 이 두 심과의 거리를 이용

하여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 후 하 로타입을 생성하고, 

이 그 하 로타입을 심으로 재 분류하는 과정을 반복

한다[36].

∑
=

=
n

i
jifjifperSNPdkhjfragperFragToFd

0
),( ),( (7)

한 최근에는 개인의 체 유 자에 한 하 로타

입을 결정하고자 하기 해 dynamic programming을 

이용하는 방법도 제안되어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

다[30].

3.2 WMLF 모델

3.1 에서는 MEC 모델의 개념과, 이 모델을 목  함

수(objective function)로 사용하여 페이징 문제의 답을 

찾기 한 다양한 방법론들에 해 설명하 다. MEC 

모델은 하 로타입 페이징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문제를 직 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장 도 가지고 있다. MEC 모델을 조  변형하

여 하 로타입 페이징 문제를 풀고자한 시도도 있었다. 

이  표 인 것이 WMLF모델이다. WMLF[37]은 

Weighted Minimum Letter Flip의 약어로서, 기본 으

로 추론된 하 로타입과 정보가 다르면 letter flip를 수

행한다. 이 경우 에러 값은 체 SNP 행열을 추론 된 

하 로타입과 동일한 정보를 가지게 하기 해 수행한 

Letter flip를 한 총 개수를 의미한다. WMLF모델은 

SNP 행렬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외에 SNP 행렬에 응

되는, 래그먼트마다 각 SNP 치에서의 값의 신뢰도

를 표 하는 m  by n  가 치(weight) 행렬을 추가로 사

용한다. 만일 가 치 행렬의 모든 값이 1이면 WMLF모

델은 MEC모델과 같다. WMLF에서 특정 치에서의 

두 래그먼트의 차이는 두 가 치의 최소 값으로(식 

(8)), 래그먼트와 하 로타입 사이의 차이는 래그먼

트의 가 치로(식 (9)), 표시를 하고 체 거리 값은 모

든 래그먼트들과 하 로타입의 거리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식 (10)).

=kijiSNPWMLF ffd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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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LF모델 기반 방법으로는 dynamic clustering을 

이용하거나[37], 유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이 표

이며[38-39], 입력 SNP 행렬에서 래그먼트(행)나 

SNP(렬)를 최소로 제거하여 남은 SNP 행렬을 동일하게 

맞추기 한 MFR(minimum fragment removal) 모델

과 MSR(minimum SNP removal)[71,72] 모델, WMLF 

모델을 통합한 CWMLF(complete WMLF)[37,52] 모델 

등이 있다.

3.3 MFC 모델

MLF모델이나 MEC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모델 기반

으로 문제를 근한 방법도 있는데 그  표 인 모

델은 RefHap[24,40]이다. 이 모델은 MFC(Maximum 

Fragment Cut) 모델로서 재까지 제기되었던 모든 알

고리즘 에서 큰 스 일의 데이터를 다룸에도 불구하

고 제일 좋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40].

MFC모델은 이 의 모델들과 달리 두 SNP 의 거리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otherwise 0
   and ,'-' ,'-'  i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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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서로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경우에 해서 -1의 값

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기존 모델과의 차이이다. 그리고 

두 래그먼트 사이의 거리는 각 SNP 거리 값의 합으

로 정의된다. MFC모델은 래그먼트들을 2개의 그룹으

로 나  후 두 그룹에 속해있는 래그먼트들을 다 비

교하면서 얻은 거리 값의 총합을 최소화는 것을 목 으

로 하 로타입 페이징을 하고 있다. RefHap은 그래  

구조를 사용하는데, 각 래그먼트가 하나의 노드가 되

고 서로 다른 두 래그먼트가 일치하지 않는 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두 노드를 연결하고, 일치하지 않는 

정도에 따라 에지의 가 치(weight) 값이 결정된다. 

RefHap은 이 게 그래 를 만든 후 매번 반복할 때마

다 정 의 집합에서 부분집합을 선정하여 선정된 래

그먼트들과 선정되지 않은 래그먼트들을 비교하여 거

리를 계산 후의 총합을 그  반복에서 얻은 거리의 총

합과 비교해 보면서 총합이 최소로 되는 부분집합을 찾

게 된다.

3.4 기타알고리즘

MEC나 WMLF, MFC 등을 목 함수로 사용하는 방

법들 외에도 다양한 근 방법이 페이징 문제를 해결하

기 해 연구되었다. Clark’s algorithm은 1990년에 처

음으로 제안된 하 로타입 페이징 알고리즘으로, 모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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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하 로타입 페이징에 사용된 데이터 종류

Table 2 Datasets for the haplotype phasing researches

Dataset Size (the number of SNPs) Studies

Simulate data
PL_EM (2002)[62]

fast Hare (2004)[54]

D. Melanogaster (Adh [76], Est-6 [77])
- Adh  43

- Est-6 52
Clark’s algorithm (1991)[41]

Gene (2AR [44], ACE [78])
- 2AR 13

- ACE 78

haplotyper (2002)[44]

Li et al. (2005)[59]

Data on 8 x-linked genomic region - min 45, max 165, ave 94.25
hap (2002)[63]

hap2 (2004)[64]

Chromosome 5q31 [79] 103

Hap (2003)[58]

Zhao et al. (2005)[37]

Wang et al. (2005)[25]

2D-mec (2007)[36]

HapAssembler (2010)[28]

HuRef [59]
- 22 chromosomes

  (1.85million)

HASH (2008)[33]

HapCut (2008)[34]

Levy et al. (2007)[55]

SNP Chip - 500K IMPUTE2 (2009)[51]

HapMap and 1000 genome data - whole genome RefHap (2010)[40]

(population)에 속하는 다른 개인(individual)들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함께 이용하여 하 로타입을 결정한다

[41,73,74]. 이 알고리즘은 최  1개의 heterozygous만

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을 찾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알려진 하 로타입의 리스트를 만들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개인들에 해 반복 으로 하 로

타입을 추론하게 된다. 하지만 만일 SNP 들이 유

으로 강하기 연 되어(tightly linked) 있지 않는다면 그 

성능은 떨어지게 된다. 성능을 보완하기 해 Expec-

tation-Maximization (EM)기법이 용되기도 한다[75].

한 Bayesian 기법을 용한 Phase[42,43], Haplo-

typer[44], HaploBlock[48] 등 알고리즘도 있다. 이외에 

HMM 모델을 기반한 fastPhase[49], MACH[52], IM-

PUTE2[51], BEAGLE[50]; tree구조를 용한 기법

[58-61], The Excoffier–Laval–Balding (ELB) 알고

리즘을 사용한 Arlequin[45-47], Partition-ligation(PL) 

략과 EM을 용한 PL-EM[62] 등등 많은 다양한 알

고리즘들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부분 

모집단 정보를 이용하여, 하 로타입을 페이징하고 있기

에, 한 개인에 한 SNP 정보나 서열 래그먼트 정보

들 만을 이용하여 유 체 체에 한 하 로타입을 페

이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4. 하 로타입 페이징 데이터

1990년부터 재까지 제기된 방법론들에서 모델 평가

를 해 사용되었던 데이터들을 표 2로 정리하 다.

표 2를 보게 되면, 처음 제안된 방법론에서 사용한 데

이터는 오직 4 의 염색체로 구성된 리의 데이터로, 

43개의 SNP를 가진 Adh 유 자와 52개의 SNP를 가

진 Est-6 유 자 다. 그 후에 하 로타입 페이징의 정

확도 향상을 해 수 많은 방법론들이 제기되었으나, 데

이터 자체의 부족으로 인해, 사용한 데이터는 SNP 개

수가 100개 정도인 데이터들만 가지고 여러 알고리즘을 

용하여 문제를 해결하 다. 

정확한 평가를 해서는 golden standard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기술의 한계로 인해 실제 실험을 통해 검증

된 데이터를 생성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100 개 내외의 

SNP site를 포함한 래그먼트들을 시뮬 이션하여 정

확도를 측정하곤 하 다. 다만, 이런 은 양의 데이터

로만 평가된 알고리즘은 인간을 상으로 한 용량 데

이터에서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는 단 은 여

히 존재하 다.

최근 시 싱 기술의 발달로 HuRef, HapMap, 1000 

genome 데이터가 생성되면서, 인간에서 추출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재 발표된 자료 에서 하

로타입 페이징을 한 golden standard는Gujarati indi-

vidual 과 European genome 에서 측정한 두 종류의 데

이터가 존재한다[80,81]. 한 Duitama의 연구[40] 에서

는 하 로타입 페이징 알고리즘들의 정확도 비교를 

해 NA12878 CEU 에 한 시 싱 결과를 제공하여

(http://www.molgen.mpg.de/~genetic-variation/SIH/d

ata) HapMap의 실제 정답과의 비교를 가능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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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최근 생물학 연구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분석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장 유 체 기반 연  분석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연구는 생물학 연구

에 컴퓨터 기반 방법을 효과 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장 

표 인 연구의 하나로써,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질병

에 련된 많은 유  변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이들 유  변이의 특정 조합과 질병과의 계를 

확인하기 한 연구들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유 체 기반 연구를 통해 밝 진 변이들과 질병

과의 련성에 한 통계  검정력(power)은 기 했던 

것만큼 아주 높지는 않았다.

하 로타입 정보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도

움을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 하 로타입 정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다

면, 같은 서열 상에 존재하는 유  변이들을 알 수 있

기에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를 들어, 특정 유

 변이들이 함께 발 되어 나타날 수 있는지, 혹은 

각 변이들 간에 linkage가 존재하는 지 여부 등이 확인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유  변이  질병 련 연구

를 보다 발 시키는 데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과거에는 각 개인의 하 로타입 정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지노타입(genotype) 정보를 이용하

여 부분 으로 하 로타입을 추론하는 모델에 한 연구

가 주로 진행되어왔다[82,83]. 하지만, 최근 들어 NGS 

기술의 발 으로 인해 NGS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개인

에 한 하 로타입을 구성하여 만들기 한 알고리즘들

을 개발하기 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 까지 하

로타입 페이징 련 알고리즘들은 주로 MEC 모델, 

MLF 모델, MFC 모델 등과 이를 변형한 형태의 목  

함수를 이용하여 개발되어왔다. 이들 방법들을 통해 하

로타입 페이징이 가능해졌지만, 기존의 하 로타입 페

이징 련 알고리즘들은 주로 simulate 데이터를 생성하

여 진행하거나 그 데이터 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확도

를 확신할 수 없었다. 한 기존의 모델로는 각 개인별 

하 로타입을 역 유 체 수 에서 완벽히 조립(ass-

embly)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Dynamic program-

ming[30]이나 MCMC (Markov chain Monte Carlo) 

[34]등의 방법론을 이용한 하 로타입 페이징 알고리즘

들이 최근 개발되었지만, 실제 인간 유 정보만큼의 

용량의 데이터를 다루기에는 아직까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용량 NGS 데이터로부터 

각 개인별 하 로타입 페이징을 완 히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한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 한 시

간 단축을 해서는 MapReduce 등의 용량 데이터를 

한 병렬처리 기법도 병행되어 사용될 수 있는 알고리

즘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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