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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진화 알고리즘의 하나인 유전자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하는 ncRNA (비코딩 RNA), 특히 miRNA 의 컴퓨터적
동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ncRNA, 특히 miRNA 의 컴퓨터적 동정 방법은 ncRNA, 특히
miRNA 인 것으로 공지된 포지티브 데이터 세트 및 ncRNA, 특히 miRNA 가 아닌 것으로 공지된 네거티브 데이터 세트로
이루어진 데이터 세트로부터 폴스 네거티브(false-negative) 결과를 생성하지 않는 함수 트리와 이로부터 전환된 RNA 공
통구조문법을 유전자 프로그래밍(genetic programming)으로 진화적으로 학습시켜 생성된 최적의 함수 트리 또는 RNA
공통구조문법(RCSG)에, 공지되지 않은 서열을 적용하여, 상기 비공지 서열이 ncRNA, 특히 miRNA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
는 것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miRNA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ncRNA를 모두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miRNA 전구체, miRNA, 유전자 프로그래밍, RNA 공통 구조 문법, EM 알고리즘, 공통 구조 학습, ncRN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RCSG(RNA 공통 구조 문법)의 학습과 miRNA 예측을 위한 전체 알고리즘의 구조
를 나타낸다.

  도 2 는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RNA 염기서열로부터 RCSG의 학습과 목표 RNA 후보 탐색 과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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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 은 목표 RNA 후보 중에서 E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한 스코어 모델을 이용한 2차 탐색 과정 및 miRNA 에 대한
스코어 모델을 나타낸다.

  도 4 는 RNA구조 문법을 유전자 프로그래밍에 적용하기 위해 트리 구조로 변환하는 방법과 각 트리의 함수 구성의 일례
를 나타낸다.

  도 5 는 기존의 유전자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도 6 은 염기의 한 문자 코드 및 그의 상보적 염기를 나타낸다.

  도 7 은 유전자 프로그래밍에 의해 학습된 miRNA 전구체의 RNA 공통 구조 문법(RCSG)의 일례를 나타낸다.

  도 8 은 EM 알고리즘에 의해 학습된 miRNA 전구체의 스코어 모델에 대하여 훈련데이터 및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한 검
증한 결과를 나타낸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대량의 유전체 데이터 속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한 ncRNA, 특히 miRNA 전구체를 발굴하기 위해 진화 알고리
즘의 기법중 하나인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RNA 공통 구조 문법(RCSG)을 학습하고, 학습된 RNA 공통 구조 문법
을 이용하여 유전체 데이터 내에서 ncRNA의 한 종류인 miRNA 전구체를 발굴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miRNA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ncRNA를 모두 예측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miRNA는 세포 내에서 유전자의 전사를 중지시킴으로써 유전자의 발현을 직접적으로 조절하게 되는 작은 RNA 집단 중
의 하나이다. 따라서, 유전체 데이터에서 miRNA를 동정해내는 작업은 생물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당업계에서 여
겨지고 있으며, 이에 miRNA 의 예측 방법 및 동정 방법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유전자 서열을 포함하고 있는 유전체 데이터 중의 서열 하나하나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miRNA를 동정해
내는 작업은 엄청난 시간의 소요와 실험 경비로 인해, 유전체 데이터에서 miRNA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동정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알고리즘은 생물학적 실험에서의 시간과 경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으며, 생
물학적으로 miRNA를 동정하는 많은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초기에 개발된 것으로서, RNA 의 1차 염기서열에 기초하여 계산학적으로 miRNA를 동정하는 방법은
1차 염기서열상의 통계적인 중요도가 부족하고, 따라서 유전자 또는 RNA의 1차 핵산 서열의 상동성에 분석에 기초하여
유전자 또는 RNA의 기능을 분석해내는 기존의 유전자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miRNA 전구체
의 유사 종의 유사 miRNA에 존재하는 통계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사한 miRNA를 예측하는 방법은 유사종이 존재하지
않아 통계적인 데이터를 만들지 못한다면 가능하지 않는 방법이다. 따라서, miRNA의 경우 염기서열보다는 2차 구조에 기
초한 miRNA 의 동정 방법에 대한 요구가 당업계에 존재하여 왔다.

  종래에 miRNA 와 같은 ncRNA (단백질로 코딩되지 않는 RNA; non-coding RNA)의 2차 구조에서 공통적인 구조 정보
를 추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이 주목받았다. 하나는 RNA의 2차 구조의 유사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
는 구조 얼라인먼트 (Structural alignment)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여러 개의 염기서열이 주어졌을 때 상동성이 높은 모티
프(motif)를 찾기 위해 Hidden Makov Model (HMMs) 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 개의 RNA가 주어졌을 때 구조적 상
동성을 갖는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자들 또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실험적 ncRNA, 특히 miRNA의 동정 방법을 대체하는 ncRNA, 특히
miRNA 의 계산학적 동정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miRNA들 간의 염기서열의 유사성이 낮기 때문에 종래에 이
용하기에 부적절했던 1차 염기서열에 기초하여 수행되었던 통계학적 miRNA 의 분석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RNA 의 2차
구조에 기초한 miRNA 의 계산학적 동정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miRNA의 전구체가 약 70bp정도의 헤어핀 (hairpin)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을지라도, 다른 ncRNA와는
달리 miRNA 전구체의 공통적인 구조는 종간 특이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계열적으로 거리가 먼 종들
간에는 구조에 중요한 서열간의 유사성에 기인한 miRNA 의 동정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본 발명자들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miRNA의 계산학적 동정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새로운 miRNA의 계산학적 동정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miRNA의 계산학적 동
정 방법은 대량의 유전체 데이터로부터 miRNA 전구체 또는 miRNA 만을 특이성 높게 신속히 선별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등록특허 10-0504039

- 2 -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ncRNA, 특히 miRNA 의 컴퓨터적 동정 방법은 ncRNA (non-coding
RNA), 특히 miRNA 인 것으로 공지된 포지티브 데이터 세트 및 ncRNA, 특히 miRNA 가 아닌 것으로 공지된 네거티브 데
이터 세트로 이루어진 데이터 세트로부터 폴스 네거티브(false-negative) 결과를 생성하지 않는 함수 트리와 이로부터 전
환된 RNA 공통구조문법을 유전자 프로그래밍(genetic programming)으로 진화적으로 학습시켜 생성된 최적의 함수 트리
또는 RNA 공통구조문법(RCSG)에, 공지되지 않은 서열을 적용하여, 상기 비공지 서열이 miRNA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ncRNA 의 컴퓨터적 동정 방법은 miRNA 의 ncRNA 의 컴퓨터적 동정 방법으로서 특히 유용하다.

  이하, 본 발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ncRNA 의 컴퓨터적 동정 방법은 하기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miRNA 서열의 컴퓨터적 동정 방
법:

  (1) 함수 트리를 포함하는 초기 집단을 랜덤하게 생성하는 단계;

  (2) 상기 모든 함수 트리를 구조 문법으로 전환하는 단계;

  (3) 공지된 포지티브 데이터 세트 및 공지된 네거티브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상기 모든 구조 문법을 RNA모티프 검색
을 통해 평가하는 단계;

  (4) 모든 구조 문법에 대해 적합도, 특이도, 민감도 및 복잡도를 계산하는 단계;

  (5) 상기 최적도를 갖는 구조 문법을 함수 트리로 전환하는 단계;

  (6) 선택된 함수 트리를 돌연변이 및 교배를 통해 변형시키는 단계;

  (7) 상기 변형을 갖는 후세대 함수 트리를 생성하고, 최적의 개체를 선택하는 단계; 및

  (8) 적합도, 특이도, 민감도 및 복잡도를 갖는 함수 트리가 생성될 때까지, 상기 단계 (2) 내지 (7)을 반복하는 단계.

  상기 각 단계에서 사용된 용어들, 즉 "함수 트리", "구조 문법", "포지티브 데이터", "네거티브 데이터", "RNA모티프 검색",
"적합도", "특이도", "민감도", "복잡도", "돌연변이", "후세대" 및 "교배"는 유전자 프로그래밍 분야 및 RNA모티프 구조를
통한 RNA 의 2 차 구조를 분석하는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본 발명에서 상기 용어는 당업계에서 의미하
는 범주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함수"는 하나 이상의 변수들을 적절하게 연산하여 연산 결과값, 즉 함수값에 대응시키
는 연산자를 의미한다.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함수 트리"는 유전자 프로그래밍 기법의 특징으로, 기본적인 함수들을 트리 구조의 각 교차 지점,
즉 노드에 위치시켜 변수들의 연산 순서 및 방식에 대해서 정의한 함수군을 의미한다. 각각의 함수 트리는 일반적으로 "개
체"라 불린다.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구조 문법" 은 상기 함수 트리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된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구조 문법은 유전자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이라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RNA 의 공통 구조를 학습하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RNA 공통구조 문법 (RCSG)", "RNA 구조 문법" 또는 "구조 문법" 이라 한다.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포지티브 데이터" 및 "네거티브 데이터"는 각각 ncRNA, 특히 miRNA 인 데이터 군과 아닌 것으로
알려진 데이터 군을 의미한다. "폴스 네거티브" 란 용어는 포지티브 데이터이지만, 생성된 RNA 공통구조 문법에 의해 네
거티브 데이터인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 데이터를 폴스 네거티브라 한다.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RNA모티프" 는 RNA 의 2 차 구조를 생성함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서열, 서
열 길이, 미스매치 서열 등의 패턴에 관한 것이다.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적합도"는 함수 트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ncRNA, 특히 miRNA를 동정해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수이다.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특이도", "민감도" 및 "복잡도"는 유전자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얻어진 최적의 함수 트리가 유전계
통적으로 거리가 먼 종 유래의 미동정 miRNA 데이터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일반적으로 동정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수이다.

  용어 "돌연 변이" 및 "교배"는 함수 트리를 변형시키는 기법으로 함수 트리의 일부를 변형시키거나 서로의 일부 함수 트리
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용어 "후세대"는 돌연변이 및 교배를 수행한 이후에 생성된 함수 트리에 대해서 일컫는 자손 함수 트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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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RNA와 같은 ncRNA의 2차 구조에서 공통적인 구조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을 생각할 수 있
다. 첫 번째는 RNA의 2차 구조의 유사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구조적 정렬 방법이다. 두 번째는 여러 개의 염기서
열이 주어졌을 때 상동성이 높은 모티프를 찾기 위해 HMMs 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특정 기능이 공지된 여러 개의 RNA
가 주어졌을 때 구조적 상동성을 갖는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본 발명은 진화 알고리즘의 하나인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RNA 구조의 상동성을 학습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도 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였다.

  본 발명에 따른 ncRNA, 특히 miRNA 의 컴퓨터적 동정에 사용되는 유전자 프로그래밍은, (i) 랜덤한 초기 집단의 생성;
(ii) miRNA 인지의 여부가 이미 판명된 RNA 데이터 서열을 이용하여 상기 초기 집단으로부터 폴스 네거티브를 생성하지
않는 개체의 선택; (iii) 상기 개체에 대한 최적도 (fitness) 평가; (iv) 상기 함수 집단의 임의의 변형 후, 상기 단계 (ii) 내지
(iv) 의 반복을 포함한다.

  우선, 초기 집단의 임의적인 생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초기 집단은 하기 기재된 함수 및 변수의 사용에 대한 몇 가지 제한
점을 가지면서 랜덤하게 생성된다. 따라서, 초기 집단의 생성에 있어서, 노드의 수, 함수 트리의 폭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
은 없다. 그러나, 함수 트리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기 기재된 복잡도 계산식에 적합한 노드 수 및 함수 트
리의 폭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ii) miRNA 인지의 여부가 이미 판명된 데이터 서열을 이용하여 상기 초기 집단으로부터 폴스 네거티브를 생성하지 않는
개체의 선택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 구조가 알려진 RNA 들은 miRNA 이거나 그렇지 않은 각종 구조, 예컨대 선형,
헤어핀, miRNA 전구체, RNA 슈도녹(pseudoknot), 철 반응 요소 (iron response element), 연속적인 헤어핀
(consecutive hairpin), 불지 (bulge) 및 내부 루프 (internal loop), rRNA 및 mRNA 절편의 구조 등을 포함한다.

  한편, 유전자 프로그래밍은 유전자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개체를 트리 형식으로 표현하며, 표현된 개체들에 대해서 돌연
변이(Mutation)나 교차(Crossover)와 같은 변이를 주어서 세대가 반복함에 따라 주어진 적합도 함수(Fitness function)에
근사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갖는다.

  본 발명에서는 유전자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각 트리의 노드를 RNA 구조로 표현할 수 있는 재귀적 함수로 정의하여 RNA
구조 문법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구조적 문법으로 표현 가능한 RNA 구조를 트리 구조로 변형할 수 있는 적당
한 규칙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하기에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RNA구조 문법을 유전자 프로그래밍으로 학습하기 위해 트리 구조로 변환하는 규칙을 적용하고, 이러
한 방식으로 얻어진 트리 구조를 학습을 위해 공통 구조 문법으로 전환시켜,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통해 학습된 RCSG를 이
용하여, 검색된 미동정 miRNA 전구체 후보들 속에서 실제 특이성이 높은 miRNA 전구체를 개발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상기에서 함수 트리의 RNA 구조 문법으로의 전환이 컴퓨터적으로 자동적으로 생성될 수 있
는 시스템을 갖는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통해 전문가조차도 쉽게 설계하기 어려운 RNA
의 구조 문법을 손쉽게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본 발명자들은, 첫번째로 RNAmotif 프로그램 (T. J. Macke et al., 2001, Nucleic Acids Research)에서 정의한 RNA 구
조 문법을 트리 구조로 자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트리의 내부 노드에는 f1, f2의 함수로 정의되며, f1,
f2 함수는 문법을 재귀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또한 각 내부 노드에는 RNA 구조 문법이 가질 수 있는 변수 minlen/maxlen,
len, mispair, seq, mismatch를 포함하고 있다 (도 4 참조). 이때, minlen/maxlen과 len은 나선(helix) 구조의 길이를 나
타내고; seq는 RNA 구조에 포함되는 염기서열의 조각의 정보를 나타내며; mismatch는 염기서열 정보 중 일치하지 않아
도 되는 염기 서열의 수를 의미한다. 본 발명에서는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통해 변이를 주게 될 때, RNA구조 문법에서 이탈
되지 않도록 몇 가지 제약 사항을 적용한다. 즉, 말단 노드에는 항상 f2 함수가 오게 하고, f2 함수가 동시에 연속해서 나올
수 없도록 한다. 또한, minlen/maxlen 변수는 동시에 있어야 하며, len 변수와는 동시에 올 수 없도록 한다.

  본 발명자들은, 둘째로, 트리로 표현된 RNA구조 문법을 유전자 프로그래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 5에서 보여진 일반
적인 유전자 프로그래밍과 조금 다른 알고리즘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일반적인 유전자 프로그래밍에서 변
형된 알고리즘, 하기와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1. 함수 트리의 초기 집단 생성

  2. 함수 트리의 구조 문법으로의 전환

  3. RNA모티프의 평가

  3.1. X 세대에서 국지적 탐색 (local search)

  4. 모은 새로운 개체가 생성될 때까지 하기 단계를 반복

  4.1. 최적의 적합도를 갖는 함수트리를 새로운 집단에 첨가

  4.2. 상위 50% 선택

  4.3. 선택된 트리의 변형 (교배 및 돌연변이 기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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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변형된 함수 트리를 새로운 집단에 첨가

  5. 최종 조건에 도달할 경우, 전(前) 집단을 새로운 집단으로 바꾸고, 상기 단계 1 내지 2. 내지 5를 반복.

  6. 비동정 7mer 에 대해서 국지적 탐색.

  한편, 트리 구조의 교차 변이는 같은 함수를 갖는 노드끼리만 가능하게 하여 잘못된 문법이 생성되는 것을 막았으며, 적
합도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 RNA 구조 문법과 트리 구조를 자동적으로 바꾸는 알고리즘을 첨가하였다. 또한, 말단 노드에
는 수치적인 값 대신 f2 함수만을 배치되도록 하여, 구조적인 학습을 유도하였다. 1 세대의 초기화는 무작위적으로 생성하
게 되며, 정해진 적합도 함수에 의해 반환된 값에 의해 순위 선택을 하게 된다. 여기서, 최고 적합도를 갖는 개체는 다음세
대에 변이 없이 전달 되도록 하였다. 개체의 변이시에는 변수의 값을 쁘아종 분포 (possoin distribution)에 따라 시행여부
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가 정의한 변이 범위 내에서 변수값을 변경하게 된다. 또한, 최적의 변수값을 찾기 위해 본
발명은 각 세대별로 우수한 적합도를 갖는 문법의 변수를 세밀히 바꾸어가며 국지 탐색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RNA 구조뿐
만 아니라 염기서열에 대한 국지 탐색을 위해 훈련 데이터에서 추출한 7bp (7mer 라고도 함)의 염기서열 단어를 무작위적
으로 할당하여 학습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본 발명자들은, 세 번째로, 트리 구조로 표현된 RNA 구조 문법에서 공통된 구조 문법을 자동으로 학습하기 위해 적
합도 함수를 만들었다 [하기, 수학식 1 및 수학식 2 참조]. 이 적합도 함수는 각 세대에서 생성된 RNA 구조 문법이
RNAmotif 프로그램에 의해서 포지티브 데이터와 네거티브 데이터에서 일치하는 개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특이성과 민감
도를 이용한다. 또한, 트리의 노드수와 깊이를 이용해 얻은 복잡도를 적합도 함수에 적용함으로써 트리의 구조가 너무 작
거나 커지는 것을 막아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하였다 [수학식 3 및 수학식 4 참조]. 또한, 특이도와 민감도에 각각 상수
spC 와 stC를 곱하여 적합도 함수에서 특이도와 민감도에 대한 균형을 조절하도록 하였다.

  

수학식 1

적합도 = spC ×특이도 + stC ×민감도 +복잡도

  

수학식 2
spC + stC = 1

  

수학식 3

  

수학식 4

  단, iComp : i세대에서 그 개체의 복잡도

  bestComp : 그 세대에서 최고 적합도를 갖는 개체의 복잡도

  i: 유전자 프로그래밍이 거치는 세대수

  또한, 하기 표 1에서와 같이 TP (true positive), FP (false positive), FN (false nagative) 및 TN (true negative) 에 대
한 수를 이용하여 하기 수학식 5, 수학식 6 및 수학식 7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특이도 및 민감도를 계산하였다.

  

표 1.
  실제 +  실제 -
예상
+

 TP  FP

예상
-

 FN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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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5

  

수학식 6

  한편, 하기의 CC 는 실제값과 예상된 값이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상관계수이다. 이 상관계수는 0 내지 1 사이
의 값을 갖는다.

  

수학식 7

  이렇게 해서 학습된 RNA 공통 구조 문법(RCSG)을 이용하여 대량의 데이터에서 새로운 RNA 유전자의 후보를 탐색할 수
있다. 물론 학습된 RCSG의 특이도가 상당히 높다면, 탐색의 결과가 최종의 결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특이도가 높은
RCSG 가 학습되지 않았다면, 탐색된 RNA 유전자 후보 중 실제 찾고자 하는 목표인 것만을 골라내는 2차 탐색작업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에서는 miRNA 전구체에 대한 2차 탐색작업을 위해, miRNA 전구체에 대한 스코어 모델을 만들었다
(도 7 참조). 이 모델의 학습은 E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을 위해 주어진 각 miRNA 전구체 n개에 대해서 i=1부터 전
구체 사이즈의 i=l까지의 트랜지션 스코어 (S i,j )와 페어링 스코어 (P i,j )를 더해 나가는 아래 수학식 8을 최대화하는 방향

으로 진행되었다.

  

수학식 8

  이때 각 트랜지션 스코어 (transition score) 와 페어링 스코어(paring score)는 사용자가 정의한 상수 At, Ap에 의해서
비율을 결정하며 이 상수에 의해서 서열이 모호도 코드 (ambiguity code) [도 6; 모호도 코드는 한 위치에 염기서열 A, C,
G, T중 두개 이상의 염기서열이 올 수 있을 때 사용한다. 예를들어 한 위치에 C 와 T가 동시에 올 수 있다면 모호도 코드
"Y"로 표시 할 수 있다. 또한 한 위치에 모든 염기가 올 수 있다면 "N"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염기서열이 한
위치에 올 수 있을 때, A,C,G,T를 제외한 나머지 알파벳 중 하나로 표시한 모호도 코드로 나타 낼 수 있다.] 로 학습되는
경향이 결정된다. 즉 At, Ap의 상수값이 클수록 EM 알고리즘에 의해 학습되는 모델의 염기서열이 모호도 코드로 학습되
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실시예

  본 실시예에서 수행하는 miRNA 예측은 두 부분으로 되어있다.

  - 알려진 miRNA 염기서열로부터 RNA 공통 구조 문법(RCSG) 생성[도 7]

  - miRNA 2차 선별을 위한 miRNA 전구체 모델 학습과 모델을 이용한 miRNA 전구체 탐색의 효율[도 8, 3]

  RCSG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미 알려진 사람의 miRNA 전구체 137개의 양성데이터와 miRNA 전구체가 아닌 다른
ncRNA와 mRNA 염기서열에서 선택한 290개의 음성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두 데이터는 RNAmotif의 탐색을 통한 적
합도 계산에 사용되어, 궁극적으로 RCSG가 최적화되도록 안내한다. 이렇게 학습된 RCSG가 도 7에 표시되어 있으며 구조
와 염기서열이 동시에 학습된 것을 볼 수 있다. 학습된 RCSG를 이용하여 사람의 인트론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miRNA 전
구체와 유사한 후보들을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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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람의 134개 miRNA 전구체중 70개를 EM 알고리즘을 이용한 스코어 모델학습의 데이터로 사용하였으며 음성데
이터로 사람이 EST 염기서열에서 miRNA 전구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데이터 1000개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학습된 score 모델이 도 3에 나타나 있으며, At Ap를 각 각 0.4로 하여 모호도 코드(ambiguity code) 경향을 결정한 것이
다. 모호도 코드가 많을수록 학습된 모델이 일반적인 것이 되며, 적을수록 특이도를 갖는 모델이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 테스트를 위해 남겨둔 67개의 miRNA 전구체 데이터와 실험쥐(mouse)의 miRNA 전구체 데이터에 대한 사용하였
다.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도 8에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가 학습한 모델이 miRNA 전구체들을 잘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miRNA 의 컴퓨터적 동정 방법은 miRNA 인 것으로 공지된 포지티브 데이터
세트 및 miRNA 가 아닌 것으로 공지된 네거티브 데이터 세트인 것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세트로부터 폴스 네거티브
(false-negative) 결과를 생성하지 않는 함수 트리와 이로부터 전환된 RNA 공통구조문법을 유전자 프로그래밍(genetic
programming)으로 진화적으로 학습시켜 생성된 최적의 함수 트리 및 RNA 공통구조문법(RCSG)에, 공지되지 않은 서열
을 적용하여, 상기 비공지 서열이 miRNA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함으로써, 정확하고 우수한 miRNA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miRNA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ncRNA를 모두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ncRNA (non-coding RNA)인 것으로 공지된 포지티브 데이터 세트 및 ncRNA 가 아닌 것으로 공지된 네거티브 데이터
세트인 것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세트로부터 폴스 네거티브(false-negative) 결과를 생성하지 않는 함수 트리와 이로부터
전환된 RNA 공통구조문법을 유전자 프로그래밍(genetic programming)으로 진화적으로 학습시켜 생성된 최적의 함수 트
리 및 RNA 공통구조문법(RCSG)에, 공지되지 않은 서열을 적용하여, 상기 비공지 서열이 miRNA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ncRNA 서열의 컴퓨터적 동정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ncRNA 가 miRNA (microRNA)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ncRNA 서열의 컴퓨터적 동정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하기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miRNA 서열의 컴퓨터적 동정 방법:

  (1) 함수 트리를 포함하는 초기 집단을 랜덤하게 생성하는 단계;

  (2) 상기 모든 함수 트리를 구조 문법으로 전환하는 단계;

  (3) 공지된 포지티브 데이터 세트 및 공지된 네거티브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상기 모든 구조 문법을 RNA모티프 검색
을 통해 평가하는 단계;

  (4) 모든 구조 문법에 대해 적합도, 특이도, 민감도 및 복잡도를 계산하는 단계;

  (5) 상기 최적도를 구조 문법을 함수 트리로 전환하는 단계;

  (6) 선택된 함수 트리를 돌연변이 및 교배를 통해 변형시키는 단계;

  (7) 상기 변형을 갖는 후세대 함수 트리를 생성하고, 최적의 개체를 선택하는 단계; 및

  (8) 적합도, 특이도, 민감도 및 복잡도를 갖는 함수 트리가 생성될 때까지, 상기 단계 (2) 내지 (7)을 반복하는 단계.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2) 및 단계 (5) 에서, 함수 트리의 구조 문법으로의 전환 또는 구조 문법의 함수 트리로의 전
환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ncRNA 서열의 컴퓨터적 동정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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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항에 있어서, RNA구조와 염기서열의 공통성이 유전자 프로그래밍에 의해 동시에 학습됨을 특징으로 하는 ncRNA
서열의 컴퓨터적 동정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EM 알고리즘을 이용해 학습된 스코어 모델을 이용하여 2차 선별을 통해 miRNA 전구체를 예측함을
특징으로 하는 ncRNA 서열의 컴퓨터적 동정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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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등록특허 10-0504039

- 9 -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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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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