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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신경망 기반의 핵심 프로모터 영역의 예측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인간의 DNA상에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프로모터의 핵심 영역을 예측하는, 신경망 기반의 핵심 프로모터

영역의 예측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인간의 DNA서열을 입력받아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DNA서열을 분석하

고, 분석된 상기 DNA서열 중 일정한 길이의 윈도우 내에 포함된 DNA서열 프로모터에 분할모델을 적용하여 인접 프로모

터 영역, 다운스트림 프로모터 영역, 핵심프로모터로 구분하는 DNA서열 입력/분할모델 적용단계와; 인접 프로모터 영역,

다운스트림 프로모터 영역, 핵심프로모터를 이에 해당되는 PWM(Position weight matrix)을 이용하여 특성값을 추출하는

특성값 추출단계와; 추출된 특성값들을 미리 학습해 둔 신경망에 입력하여 핵심 프로모터 여부를 판별하는 프로모터 분류

단계 및 핵심 프로모터로 분류된 핵심 프로모터에서 전사시작지점(TSS)을 지정된 규칙에 따라 예측하는 전사시작지점 예

측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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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터, 핵심 프로모터, 프로모터 예측, 전사시작지점, TSS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신경망 기반의 핵심 프로모터 영역의 예측방법의 전체 흐름도.

도2는 핵심 프로모터 영역에 대한 분할모델도.

도3은 신경망 학습 데이터로부터의 모델 생성 프로그램 화면.

도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신경망 기반의 핵심 프로모터 영역의 예측방법의 프로그램 화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간의 DNA상에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프로모터의 핵심 영역을 예측하는, 신경망 기반의 핵심 프로모터

영역의 예측방법에 대한 것이다.

프로모터(promoter)는 유전자(gene)가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 발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작용을 하는 염기 서열로서, 지

령 기능을 갖는 서열이라 할 수 있다.

DNA에서 RNA로 서열이 복사되는 ‘전사’가 시작되는 '전사시작지점(TSS, transcription start site)'을 중심으로 그 위치

에 따라 원거리영역, 인접영역, 핵심영역, 다운스트림 영역과 같이 여러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영역에는 전사를 조

절하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들이 결합하는 부위가 모여 있으며, 그 분포와 조합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주요 연구 대상

이 되는 종의 일부를 제외하면 여전히 대부분의 프로모터 구성과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은 미지로 남아 있다.

이런 필요에 따라 인간세포를 포함하는 진핵세포 프로모터 서열의 특성을 분석하고 프로모터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이나 방

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종래의 프로모터 알고리즘이나 방법은 여전히 FP(false

positive)가 상당히 많고, 특수도(specificity)가 낮아 컴퓨터로 예측한 프로모터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러한 종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은 FP(false positive)를 낮추고 특수도(specificity)를 높여 프로모

터의 예측의 정확도 향상과 더불어, 염기분석 기술의 발달로 DNA 서열 자료의 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짧은 시간에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신경망 기반의 핵심 프로모터 영역의 예측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지엽적으로 과도하게 나타나는 신호 및 전역적으로 보아 프로모터와 비프로모터를 구분하는 내

용과 관련된 정보들을 반영하여 비프로모터 영역에 존재하는 프로모터 요소들과 비슷한 가짜들을 걸러내는, 신경망 기반

의 핵심 프로모터 영역의 예측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신경망 기반의 핵심 프로모터 영역의 예측방법은, 인간의 DNA서열을 입력받아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상기

DNA서열을 분석하고, 분석된 상기 DNA서열 중 일정한 길이의 윈도우 내에 포함된 상기 DNA서열 프로모터에 분할모델

을 적용하여 인접 프로모터 영역, 다운스트림 프로모터 영역, 핵심 프로모터로 구분하는 DNA서열 입력/분할모델 적용단

계와; 인접 프로모터 영역, 다운스트림 프로모터 영역, 핵심 프로모터를 이에 해당되는 PWM(Position weight matrix)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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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특성값을 추출하는 특성값 추출단계와; 추출된 특성값들을 미리 학습해 둔 신경망에 입력하여 핵심 프로모터 여

부를 판별하는 프로모터 분류단계 및 핵심 프로모터로 분류된 핵심 프로모터에서 전사시작지점(TSS)을 지정된 규칙에 따

라 예측하는 전사시작지점 예측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특성값 추출단계에서는, 핵심 프로모터는 핵심요소인 INR, TATA 박스, GC 박스 및 CAAT 박스의 특성값을 추출

하되, INR, TATA 박스, GC 박스 및 CAAT 박스의 특성값을 추출하는 것은, 입력 윈도우의 PWM 적용영역 내에서 PWM

의 최대값을 갖는 위치를 찾아 최대값에 대한 특성값을 생성하고, 최대값과 이미 설정해 놓은 PWM의 임계값을 비교하여

최대값이 임계값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특성값을 생성하는 것이고, PWM을 이용하여 DNA서열의 인접 프로모터 영

역, 다운스트림 프로모터 영역에 대한 특성값을 생성하는 것은, 기본단위가 하나의 염기가 아니라 펜타머인 펜타머 PWM

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전사시작지점 예측단계에서는 입력된 DNA서열을 프로모터로 분류한 경우, INR PWM 점수가 임계값 이상이면 INR

PWM의 원점을 TSS 위치로 결정하고, INR PWM 점수가 임계값 미만이고 TATA PWM 점수가 임계값 이상이면 TATA

PWM 원점에서 30bp 다운스트림 지점을, 두 PWM 값이 모두 임계값 미만인 경우 슬라이딩 윈도우의 3'쪽 끝에서 위쪽으

로 50bp 위치를 TSS 위치로 예측하되, 프로파일 값이 TSS 앞쪽에 급등하여 TSS를 포함하는 '고원'을 형성할 경우 상기

프로파일값이 급등하여 '고원'을 이루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알려진 TSS까지 평균거리가 152bp인 것을 반영하여 해당 위

치를 TSS 위치로 예측하는, TSS 위치 예측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일실시예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나,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실시예

1. DNA서열 입력/분할모델 적용단계(S10, 도2)

도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신경망 기반의 핵심 프로모터 영역의 예측방법의 전체 흐름도이다. 도2는 핵심 프로모

터 영역에 대한 분할모델도이다.

도1을 참조하면, DNA서열을 입력받아 10 bp(base pair)씩 5'에서 3'방향으로 윈도우를 이동하여 DNA서열을 입력한다

(S10).

주어진 윈도우에 대한 분석을 위해 표1과 같이 도2의 다운스트림 영역(10), 핵심 프로모터 영역(12), 인접 프로모터 영역

(14)의 프로모터 영역에 대한 분할 모델을 적용한다(도2). 이때 핵심 프로모터 영역(12)에는 Inr(Initiator, 16), TATA 박

스(18), GC 박스(20), CAAT 박스(22)가 존재한다.

[표 1]

 영 역 구 분  명 칭 적용영역*  특성값 생성

 다운스트림 영역  Downstream  [1, 50]  5mer의 PWM

 핵심 프로모터  Inr  [-17, 20]  Bucher의 PWM

 TATA  [-40, -14]  Bucher의 PWM

 GC  [-88, -30]  Bucher의 PWM

 CAAT  [-104, -43]  Bucher의 PWM

 인접 프로모터 영역  Proximal  [-249, -41]  5mer의 PWM

적용영역 내에서 해당 요소의 특성값을 결정하고, PWM(Position weight matrix)이 겹치지 않는지를 추후 체크한다. 좌표

계는 윈도우의 3'쪽 끝을 +50으로 설정하고, 5'쪽으로 50bp 위쪽 위치를 원점으로 잡으며, 이 위치(0bp)가 TSS인지 여부

를 판별하게 된다. TSS를 +1로 잡는 경우에는 보통 원점(0bp)을 두지 않으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인 수학적 좌

표계를 사용한다. 윈도우 크기가 300bp인 경우 [-249, 50]의 좌표가 할당된다. 윈도우 크기는 300bp로 설정하며, 윈도우

이동 거리(offset)는 10bp로 설정한다.

2. 특성값 추출단계(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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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D(eukaryotic promoter database)(M. C. Frith, J. L. Spouge, U. Hansen and Z. Weng, Statistical significance of

clusters of motifs represented by position specific scoring matrices in nucleotide sequences, Nucleic Acids

Research, 30(14):3214-3224, 2002.) Release 76에 있는 2,538개의 척추동물(vertebrate) 프로모터 서열을 이용하여

새로운 PWM을 생성한다.

가. TATA 박스, Inr, GC 박스, CAAT 박스에 대한 특성값 추출(신호에 의한 탐색)

도1 및 도2를 참조하면, 핵심 프로모터 요소 중 TATA 박스, Inr, GC 박스, CAAT 박스의 PWM은 Bucher의 SSA(signal

search analyser) 서버에서 PatOp( )를 이용하여 생성한다. 이 PWM은 DNA 상에서 각 핵심 프로모터의 '신호'의 세기를

수치화하여 특성값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특성값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입력된 윈도우에 [-249, 50]의 좌표계 부여한다.

②각 핵심 프로모터 요소 PWM의 '적용 영역' 내에서 해당 PWM을 이동시켜가며 최대값을 가지는 위치를 찾는다. 예를 들

면, TATA 박스는 [-40, -14]의 범위 내에서 [-6, 8]의 범위를 가지는 15bp 길이 PWM에 대한 최대값과 위치를 찾는다.

③각 요소에 대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최대값을 찾은 후, 각 PWM이 겹치지 않는지 체크한다. 겹치는 경우 TATA > Inr >

GC > CAAT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은 요소의 두 번째 최대값을 찾는다.

④각 요소에 대해 최대값과 PWM의 임계값을 비교하여, 임계값보다 큰 경우 해당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⑤각 요소에 대해 (a) PWM 최대값과 (b) 이 값이 임계값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두 개의 값을 특성값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4개 핵심 프로모터 요소에 대하여 2개씩 모두 8개의 특성값을 생성한다.

나. 인접(proximal) 프로모터 영역 및 다운스트림 프로모터 영역에 대한 특성값(내용에 의한 탐색)

인접(proximal) 프로모터 영역 및 다운스트림 프로모터 영역의 특성값 생성은 핵심 프로모터 요소와는 다르게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핵심 프로모터 요소에 대한 분석 이외에 인접(proximal) 프로모터 영역 및 다운스트림 프로모터 영역 등

프로모터와 비프로모터의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비프로모토 영역에도 핵심 프로모터 요소들과 비슷한 가짜들이 많이 존

재하기 때문이다.

프로모터와 비프로모터의 구분을 위해 인접(proximal) 프로모터 영역 및 다운스트림 프로모터 영역의 특성값 생성은, 5-

튜플 또는 펜타머(pentamer)의 유사 PWM에서 생성한 수치를 사용한다. 펜타머 의 유사 PWM의 정의는 DPF(dragon

promoter finder)(S. Audic and J. M. Claverie, Detection of eukaryotic promoters using Markov transition

matrices. Comput Chem., 21:223-227, 1997.)에서 소개된 정의를 그대로 사용한다.

즉, 프로모터 서열에서는 인접 프로모터 영역[-250, -41] 및 다운스트림 프로모터 영역 [1,50] 각각에서 하나씩 두 개의

펜타머 PWM을 생성한다. 비프로모터 서열에서는 CDS(coding sequence) 및 인트론(intron) 서열에서 펜타머 PWM을 생

성하는데, 두 개는 CDS, 인트론의 209bp 서열에서 생성하여 인접 프로모터의 PWM과 비교하는데 활용하며, 마찬가지로

50bp의 길이를 가지는 펜타머 PWM을 생성하여 다운스트림 프로모터 영역과 비교용으로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인접 프로모터 영역 및 다운스트림 프로모터 영역 각각에 대해 세 개의 펜타머 PWM이 생성된다. 이를 이용해

각 영역에 대해 새로운 특성값을 구축한다. 슬라이딩 윈도우에 도2의 모델을 적용하여 얻은 후보 인접 영역의 209bp 서열

에 대해 각 PWM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여 세 개의 값 (vp, vc, vi)를 얻은 후, 이로부터 두 개의 로그비 값 (F1, F2)를 수학

식1과 같이 생성한다.

수학식 1

F1 = ln(vp /vc ), F2 = ln(vp /vi )

다운스트림 프로모터 영역 50bp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거치며, 이로부터 인접 및 다운스트림 프로모터 영역에 대해 '내

용에 의한 추출' 관점에서 네 개의 특성값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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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모터 분류단계(S30)

도1을 참조하면, 특성값 추출단계(S20)에서, TATA 박스, Inr, GC 박스, CAAT 박스(신호에 의한 탐색)과 인접(proximal)

프로모터 영역 및 다운스트림 프로모터 영역에 대한 특성값(내용에 의한 탐색), 총 12개의 특성값을 생성한 후, 입력 DNA

서열이 프로모터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입력 DNA서열에 TSS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예측하게 된다.

입력 DNA서열이 프로모터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분류기(classifier)로 신경망(neural network) 중에 다층 퍼셉트론

(Multi-Layer Perceptron, MLP)를 사용한다. 다층 퍼셉트론 방식의 신경망은, ①선형 구분자(linear discriminant)와 동

시에 데이터의 비선형성(nonlinearity)을 '학습'할 수 있고, ②학습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과정에서 비선형성이 구축되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알고리즘이며 이론적인 기반 또한 잘 갖추어져 있고, ③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휴리스틱

(heuristic)이 은닉층(hidden layer), 노드의 수 및 피드백 연결 생성 등과 같은 네트워크의 구조에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신경망의 학습 데이터는, EPD release 76의 인간 프로모터 서열에서 생성한 1871개의 양의 데이터와, GenBank version

105에서 추출하였으며 1998년도 GENIE(J. E. F. Butler and J. T. Kadonaga, The RNA polymerase II core promoter:

a key component in the regulation of gene expression. Genes & Dev., 16: 2583-2592, 2002.)에서 사용되었던 890

CDS, 4335 인트론 서열로 구성된 음의 데이터로 구성하였다.

각 요소의 특성값 생성시, 해당 영역에 포함된 와일드카드 'N'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해당 아이템은 처리하지 않도록 하

여, 최종 양의 데이터(프로모터)는 1,839개, 음의 데이터(CDS, 인트론)는 5,208개를 선택한다.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하기 전에 각 특성치에 대해서는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적용한다. 즉, 추출한 특성값에서 학

습 데이터에서 얻은 해당 특성값의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눈다. 신경망은 기본적인 MLP (multi-layer perceptron)를

사용하며, 학습 데이터로부터의 모델 생성에는 도3에 도시한 WEKA 3.4(S. Haykin, Neural networks: a

comprehensive foundation, 2nd Edition, Prentice Hall, New Jersey, pp.357-364, 1999.)를 활용한다.

신경망의 주요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①입력, 출력노드: 입력노드는 12개, 출력노드는 '예/아니오'의 2개이다.

②은닉층, 은닉노드: 은닉층(hidden layer)는 1층을, 은닉노드는 5개로 둔다.

③학습율, 모멘텀, Decay: 노드 사이의 가중치(weight)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기본값인 학습율 0.3,

모멘텀 0.2를 선택하였다. 학습율을 줄여나가는 선택사항인 'Decay'는 TRUE를 선택한다.

④속성 정규화(normalizeAttributes) 선택사항: 입력값을 정규화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항목이며, 신경망 입력 이전 단계

에서 '표준화'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정규화는 하지 않아도 되므로 'FALSE'를 선택한다.

⑤Reset: TRUE를 선택하여, 네트워크가 정답과 멀어지는 쪽으로 학습되는 경우 낮은 학습율로 재 초기화하도록 한다.

⑥학습회수(trainingTime): 500 회(epoch)를 선택한다.

⑦확인데이터(validationSetSize, validationThreshold): 학습 과정에서 오버피팅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여 학습을

종료하기 위한 변수이다. 확인데이터 크기를 10%로 설정하고 임계값을 30회로 설정한다. 즉, 학습 과정에서 입력 데이터

의 10%를 이용하여 오류율을 체크하며, 30회 연속으로 오류율이 증가하는 경우 학습을 멈추도록 한다.

4. 전사시작지점(TSS) 예측단계(S40)

TSS위치 결정을 위해, 신경망의 출력값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를 한다. 즉, 신경망의 출력단에서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의 값을 이용한 최종 분류 과정을 생략하며 대신 이 값을 주어진 서열에 대한 '프로파일'로 다루어 그 값의 변화를 관찰

하여 TSS 위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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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데이터 윈도우가 프로모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먼저 TSS를 포함하는 INR(initiator)에 대한 PWM 값이 임

계값 이상인지를 체크한다. 이 경우, INR PWM의 원점을 TSS로 결정한다. INR PWM 값이 임계값 미만이고, TATA 박스

에 대한 PWM 값이 임계값 이상인 경우 TATA PWM의 원점에서 30bp 다운스트림 위치를 TSS로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두 PWM 값이 모두 임계값 미만인 경우 슬라이딩 윈도우의 3'쪽 끝에서 위쪽으로 50bp 위치를 TSS로 결정한다.

한편, 비합리적인 이중 체크를 방지하기 위해 '핵심 영역 범위'를 정의하여 이 범위 내에서 여러 개의 TSS가 예측되는 경우

이들을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먼저 발견한 하나만을 인정한다. '핵심 영역 범위'는 TATA 영역의 5'쪽 끝에서 INR 영역

의 3'끝까지의 거리로 정의하며 윈도우 크기가 300bp일 경우의 값은 61bp이다.

위의 제한 조건만을 적용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프로파일 값이 TSS 앞쪽에서 급등하여 TSS 를 포함하는 '고원'

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인접한 TSS가 250bp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이들이 '고원'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한다. '고원'이 나

타나는 경우의 TSS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DBTSS(Suzuki, Y., Yamashita, R., Nakai, K., and Sugano, S.: DBTSS:

DataBase of human Transcriptional Start Sites and full-length cDNAs. Nucleic Acids Res., 30 (2002) 328-331)

3.0의 8,793개 인간 프로모터 서열을 분석하였으며, 프로파일 값이 급등하여 고원을 이루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알려진

TSS까지의 평균 거리인 152bp를 반영하여 해당 지점을 TSS로 판단한다.

두 번째 문제는 분류기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의 컷오프값을 조정할 필요성이다. 클래스가 둘인 경우, 일반 신경망의 출력

노드에서는 대상 클래스의 확률이 컷오프값 0.5 이상이면 양, 0.5 미만이면 음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프로파일 값의 변화

를 살펴본 결과, 0.5의 값을 적용하는 경우 대량의 의미없는 FP 가 발생하며, 특히 '고원'이 형성되는 경우 의미있는 한 지

점만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컷오프값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결과는 컷오프값을 0.9

로 적용하여 얻은 것이다.

비교실시예

윈도우 크기 300bp, 윈도우 이동거리 10bp, 신경망 출력단의 컷오프값 0.9를 기본설정으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신

경망 기반의 핵심 프로모터 영역의 예측방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Fickett의 논문(J. W. Fickett and A. G.

Hatzigeorgiou, Eukaryotic promoter recognition. Genome Res., 7:861-878, 1997.)은 상이한 접근 방법을 취하는 알

고리즘들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평가를 위한 별도의 데이터 집합을 제공하고 있다.

도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신경망 기반의 핵심 프로모터 영역의 예측방법의 컴퓨터 프로그램(명칭: PromSearch,

Java2 SE SDK 1.4.2를 이용하여 개발)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예측 방법의 프로그램과 다른 방법들로 프로모터를 예측하는 상용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PromFind, TSSG, TSSW, NNPP2.1, promoter2.0, DPF 1.4(65% Se)와 PPV(Positive Predictive value), 특수도

(Specificity, FP rate), 민감도(Sensitivity)를 분석하였다.

표3은 Fickett 데이터 분석결과이다. 이 분석결과는 Scherf의 논문(Scherf, M., Klingenhoff, A., Werner, T.: Highly

specific localization of promoter regions in large genomic sequences by PromoterInspector: a novel context

analysis approach. J Mol Biol., 297 (2000) 599-606)의 가정을 기반으로 측정하였다. 특히, DPF 1.4의 민감도는 65%

로 설정하였다. 한편, TP: true positive, FP: false positive,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 TP/(TP+FP),

Sensitivity = TP/(TP+FN), Specificity = FP/(TP+FN) 이다.

[표 3]

표3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은 다른 상용 프로그램들에 비하여 더 좋은 PPV와

민감도, 특수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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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는 위 Scherf의 논문에서 사용한 긴 서열(AC002397, D87675, AF017257, AF146793, AC002368)로 구성된 데이터

분석 결과이다. 이상 패턴을 보이는 L44140은 제외하며, 전체 길이는 대략 1.16 백만 bp이고 TSS의 수는 24이다.

[표 4]

표4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은 17.8%의 PPV와 25kbp마다 1개의 FP비율을 보

였다. 이는 TSSG의 3.9% PPV보다 훨씬 좋은 성능임을 알 수 있었다.

표5는 인간 염색체 22 release 3.1b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표 5]

표5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대략 10개의 예측 중 하나가 현재의 유전자 주석(annotation)에 의해 지지되며, 전체 예

측수(3,517)는 다른 상용 프로그램의 결과(11,890 이상)보다 훨씬 적은 수였다. 이는 다른 상용 프로그램들의 문제인 높은

FP를 어느 정도 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명의 효과

이러한 구성에 따라, 본 발명은 FP(false positive)를 낮추고 특수도(specificity)를 높여 프로모터의 예측의 정확도 향상

과 더불어, 염기분석 기술의 발달로 DNA 서열 자료의 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짧은 시간에 대량의 데이

터를 분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지엽적으로 과도하게 나타나는 신호 및 전역적으로 보아 프로모터와 비프로모터를 구분하는 내용과 관련

된 정보들을 반영하여 비프로모터 영역에 존재하는 프로모터 요소들과 비슷한 가짜들을 걸러내는 효과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간의 DNA서열을 입력받아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상기 DNA서열을 분석하고, 분석된 상기 DNA서열 중 일정한 길

이의 윈도우 내에 포함된 상기 DNA서열 프로모터에 분할모델을 적용하여 인접 프로모터 영역, 다운스트림 프로모터 영

역, 핵심 프로모터로 구분하는 DNA서열 입력/분할모델 적용단계;

상기 인접 프로모터 영역, 다운스트림 프로모터 영역, 핵심 프로모터를 이에 해당되는 PWM(Position weight matrix)을

이용하여 특성값을 추출하는 특성값 추출단계;

상기 추출된 특성값들을 미리 학습해 둔 신경망에 입력하여 핵심 프로모터 여부를 판별하는 프로모터 분류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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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핵심 프로모터로 분류된 핵심 프로모터에서 전사시작지점(TSS)을 지정된 규칙에 따라 예측하는 전사시작지점 예측

단계;

를 포함하는 신경망 기반의 핵심 프로모터 영역의 예측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특성값 추출단계에서는,

상기 핵심 프로모터는 핵심요소인 INR, TATA 박스, GC 박스 및 CAAT 박스의 특성값을 추출하되,

상기 INR, TATA 박스, GC 박스 및 CAAT 박스의 특성값을 추출하는 것은, 입력 윈도우의 PWM 적용영역 내에서 PWM

의 최대값을 갖는 위치를 찾아 최대값에 대한 특성값을 생성하고, 최대값과 이미 설정해 놓은 PWM의 임계값을 비교하여

최대값이 임계값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특성값을 생성하는 것이고,

상기 PWM을 이용하여 상기 DNA서열의 인접 프로모터 영역, 다운스트림 프로모터 영역에 대한 특성값을 생성하는 것은,

기본단위가 하나의 염기가 아니라 펜타머인 펜타머 PWM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망 기반의 핵심 프로모터

영역의 예측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전사시작지점 예측단계에서는,

상기 입력된 DNA서열을 프로모터로 분류한 경우, INR PWM 점수가 임계값 이상이면 INR PWM의 원점을 TSS 위치로 결

정하고, INR PWM 점수가 임계값 미만이고 TATA PWM 점수가 임계값 이상이면 TATA PWM 원점에서 30bp 다운스트

림 지점을, 두 PWM 값이 모두 임계값 미만인 경우 슬라이딩 윈도우의 3'쪽 끝에서 위쪽으로 50bp 위치를 TSS 위치로 예

측하되,

프로파일 값이 TSS 앞쪽에 급등하여 TSS를 포함하는 '고원'을 형성할 경우 상기 프로파일값이 급등하여 '고원'을 이루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알려진 TSS까지 평균거리가 152bp인 것을 반영하여 해당 위치를 TSS 위치로 예측하는, TSS 위치 예

측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신경망 기반의 핵심 프로모터 영역의 예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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