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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양방향 은닉 마코프 모델을 이용한 완숙한마이크로알엔에이 위치예측방법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컴

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저장매체

요약

본 발명은 양방향 은닉 마코프 모델을 이용한 완숙한 microRNA 위치예측방법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저장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microRNA 전구체를 구성하는 염기쌍을 일치(match), 불일치(mismatch), 돌출

(bulge) 중의 어느 하나의 상태정보로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염기쌍에 대한 염기쌍 발산 심볼을 표시하는 단계와; 상태 s

가 심볼 q를 발산할 확률(Es(q))과 상태 a에서 b로 전이할 확률(Tab)을 이용하여 상기 microRNA의 Viterbi 확률(P)을 계

산하는 단계와; i 번째 염기쌍이 참(true)일 Viterbi 확률(Pt(i))과 거짓(false)일 Viterbi 확률(Pf(i))을 각각 계산하는 단계

와; 상기 Viterbi 확률을 이용하여 완숙한 microRNA의 위치확률(S(i))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완숙한

microRNA의 위치확률(S(i))이 소정의 값 이상이면, 상기 위 염기쌍이 있는 위치를 성숙된 microRNA의 위치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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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학습시간이 짧고, 탐색시간도 훨씬 단축할 수 있으면서도 높은 효율을 나타내는 완숙한 microRNA 위치

예측방법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microRNA 유전자의 동정 뿐 아니라 완숙한 microRNA의 위치를 동시에 예측해서 알

려 주기 때문에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microRNA, 은닉 마코프 모델, Viterbi 확률, 전구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microRNA 전구체 stem-loop 2차 구조와 은닉 마코프 모델의 상태와 심볼을 나타낸 구조도.

도2는 양방향 은닉 마코프 모델을 위해 구성된 전이 다이어그램.

도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위치예측방법의 예측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프.

도4는 인간 염색체 19번에서 예측된 microRNA 유전자 후보와 생쥐의 microRNA 유전자의 2차 구조를 나타낸 구조도.

도5는 hsa-let-7a-3 인간 microRNA 유전자의 S(i) 시그널을 나타내는 그래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양방향 은닉 마코프 모델을 이용한 완숙한 microRNA 위치예측방법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저장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인간의 유전체 내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한 microRNA 유전자를 동정

하기 위해 확률 모델의 기법의 하나인 은닉 마코프 모델을 이용하여 구조 정보와 서열 정보를 동시에 학습하고, 학습된 모

델을 이용하여 non-coding RNA의 한 종류인 microRNA 유전자를 발굴하는 양방향 은닉 마코프 모델을 이용한 완숙한

microRNA 위치예측방법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저장매체에 관한 것이다.

microRNA는 세포내에서 유전자의 전사를 중지시킴으로써 유전자의 발현을 직접적으로 조절하게 되는 새롭게 알려진 작

은 RNA 집단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microRNA를 유전체 데이터에서 동정(identify)해내는 작업은 생물학적으로 상당

히 중요하다. 특히 사람의 microRNA는 현재까지 150여개가 동정 되었지만, 아직 많은 수가 동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

다.

microRNA 동정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microRNA의 전구체 내에서 실제 microRNA의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는

일이다. Dicer 라는 효소 단백질에 의해서 약 70 염기 길이의 microRNA 전구체는 약 22 길이의 완숙한(mature)

microRNA로 만들어 진다. 이때 Dicer에 의해서 잘라지는 부위를 예측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이다.

이전의 microRNA 유전자를 예측하기 위해 몇가지 방법론이 소개 되었다. 첫째는 유사종의 microRNA에 존재하는 통계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사한 microRNA를 예측하는 연구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아주 초

기적인 방법으로 유사종이 존재하지 않아 통계적인 데이터를 만들지 못한다면 가능하지 않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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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첫 번째와 유사한 방법으로 모기와 초파리 상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머리핀구조를 찾아 그 중에서 초파리에서 발

견된 microRNA 와 유사한 서열을 찾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은 너무 낮은 효율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

지 못했다.

세 번째는 유전자 프로그래밍 방법을 사용하여 RNA의 공통구조를 학습하는 방법을 통해 microRNA를 예측하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알고리즘의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학습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확률 모델을 사용하여 유전체 데이터에서 microRNA를 동

정해냄으로써 생물학적 실험에서의 시간과 경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으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은닉 마

코프 모델을 이용한 완숙한 microRNA 위치예측방법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저장매체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본 발명은 microRNA 전구체에 포함된 완숙한 microRNA의 위치를 예측하는 방

법으로서, 상기 microRNA 전구체를 구성하는 염기쌍을 일치(match), 불일치(mismatch), 돌출(bulge) 중의 어느 하나의

상태정보로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염기쌍에 대한 염기쌍 발산 심볼을 표시하는 단계와; 상태 s가 심볼 q를 발산할 확률

(Es(q))과 상태 a에서 b로 전이할 확률(Tab)을 이용하여 상기 microRNA의 Viterbi 확률(P)

을 계산하는 단계와; i 번째 염기쌍이 참(true)일 Viterbi 확률(Pt(i))과 거짓(false)일 Viterbi 확률(Pf(i))을 각각

의 식으로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Viterbi 확률을 이용하여 완숙한 microRNA의 위치확률(S(i))

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완숙한 microRNA의 위치확률(S(i))이 소정의 값 이상이면, 상기 위 염기쌍이 있는 위

치를 완숙한 microRNA의 위치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일치상태는 A-U, U-A, G-C, C-G, U-G, G-U 중의 어느 하나의 발산 심볼로 표시되며, 상기 돌출상태는 A-, U-,

G-, C-, -A, -U, -G, -C 중의 어느 하나의 발산 심볼로 표시되며, 상기 불일치상태는 이외의 나머지 발산 심볼로 표시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microRNA의 stem으로부터 loop 방향으로 완숙한 microRNA의 위치확률과, loop로부터 stem 방향으로 완숙한

microRNA의 위치확률을 각각 계산하고, 상기 위치확률의 값이 피크를 형성하는 염기쌍의 위치를 완숙한 microRNA의 끝

점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양방향 은닉 마코프 모델을 이용한 완숙한 microRNA 위치예측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저

장매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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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면은 예시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뿐,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이러한 도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도1은 microRNA 전구체 stem-loop 2차 구조와 은닉 마코프 모델의 상태와 심볼을 나타낸 구조도이며, 도2는 양방향 은

닉 마코프 모델을 위해 구성된 전이 다이어그램이다.

계산적으로 microRNA의 동정과 완숙한 microRNA의 위치 예측은 1차 염기서열상의 통계적인 중요도가 부족하여 기존의

알고리즘으로는 접근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microRNA들이 염기서열보다는 2차 구조에서 더 많은 유사성을 갖는다는 점

을 착안하여, 서열 정보와 2차 구조 정보를 동시에 확률 모델로 표현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2차 구조로 표현된

microRNA 전구체는 일치(match) 상태, 불일치(mismatch) 상태, 돌출(bulge) 상태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각 발산될 심볼은

염기의 쌍이 된다. 은닉 마코프 모델(Hidden Markov Model)의 학습은 양방향, 즉 microRNA 전구체의 stem에서 loop 방

향과 loop에서 stem 방향의 학습을 진행하고, 예측도 각각의 모델을 동시에 사용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microRNA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노력

하고 있지만, 아직 일반적인 알고리즘이 개발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본 발명은 인간 뿐 아니라 다른 종에도 적

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알고리즘 특성을 갖고 있는 최초의 알고리즘이며, 독자적으로 개발한 양방향 은닉 마코프 모델을

이용하여 실현하였다.

도1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microRNA 전구체는 stem-loop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구조의 각 위치의 정보들을 이용해 은

닉 마코프 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상태정보로 일치, 불일치, 돌출 상태로 표시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각 상태에

서의 발산정보로 일치 상태는 A-U, U-A, G-C, C-G, U-G, G-U 심볼 중 어느 하나를 발산하며, 돌출 상태는 A-, U-,

G-, C-, -A, -U, -G, -C 심볼 중 어느 하나를 발산한다. 불일치 상태에서는 나머지 염기쌍 심볼을 발산하는데, 이에 관한

관계는 도2에 나타나 있다.

은닉 마코프 모델은 이미 알려진 인간 microRNA 전구체의 염기서열을 통해 학습되며, 유전체 내에서 microRNA의 각 상

태와 발산 심볼의 최적화된 패스는 Viterbi 알고리즘의 변형을 통해 찾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식 1을 이용해 microRNA의

Viterbi 확률을 계산한 후 임의의 기준값 이상일 경우 microRNA 유전자로 판명하게 된다.

수학식 1

여기서 Es(q)는 상태 s가 심볼 q를 발산할 확률을 말하며, Tab는 상태 a에서 b로 전이할 확률을 말한다. 그러므로

는 심볼이 qi-1인 i-1번째 상태에서 심볼이 qi인 i 번째 상태로 전이할 확률을 말한다. 본 발명에서는 실제로

microRNA 대략 길이인 21개의 염기쌍의 확률을 계산하게 된다.

또한 microRNA 전구체 내에서 완숙한 microRNA를 예측하기 위해 식 2, 3을 통해 나오는 i 번째가 참(true)일 Viterbi 확

률(Pt(i))과 거짓(false)일 Viterbi 확률(Pf(i))을 계산하게 된다.

수학식 2

수학식 3

하지만 이 Viterbi 확률만으로는 완숙한 microRNA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본 발명에서는 식 4처

럼 거짓 상태로 전이되는 확률을 이용하여 계산되는 값을 통해 완숙한 microRNA의 위치확률(S(i))구하고, 완숙한

microRNA 위치인지를 최종 판정을 하게 된다. 역시 S(i)가 임의의 값이 이상이 나왔을 때 완숙한 microRNA 위치로 예측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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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4

여기서 τ(q)는 심볼이 q인 참 상태를 의미하고, υ(q) 는 심볼이 q인 거짓 상태를 의미한다. 초기 조건으로 Pt(1)=0, Pf(1)

=1 을 주게 된다.

이것은 stem에서 loop 방향의 시그널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loop에서 stem 방향으로 은닉 마코프 모델을 학습한

후 위와 같은 계산을 반복한다. 대신 각 염기쌍의 i 인덱스는 거꾸로 표시된다.

[실험결과]

본 발명에서 실험하는 microRNA 예측은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한 본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의 내용과 실제 인간의 염색체

중 18번, 19번 염색체에서 microRNA 유전자 예측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위치예측방법의 예측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3은 136개의 알려진 인간

microRNA를 무작위로 5개의 서브세트로 나누어 5-fold cross-validation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결과에서 본 발

명의 실시예에 따른 예측방법은 평균적으로 72.8%의 민감도와 95.9%의 특이도를 보였다. 이것은 기존의 다른 방법에 비

해 훨씬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

 Chr  18  19

 Chr 사이즈(Mbp)  56.7  75.7

 Stem-loop  34853  62229

 전구체 후보군  2253  2065

 퍼센트(%)  6.46  3.32

 Expression Verified  84  171

 Known mRNA  2  5

 Detected mRNA  2  4

 Homologous  22  42

 contained partial gene  8  12

 Inton  0  3

표1은 염색체 18번과 19번의 microRNA를 예측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측한 microRNA가 실제 세포내에서 발현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EST(Expression Sequence Taq)에서 발견되는지를 조사하였다. 18번 및 19번 염색체에서 각각

2253개와 2065개의 microRNA 유전자의 후보군을 찾았으며, 그중 84개와 171개가 EST에서 발견되어 세포내에서 전사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후보군 중에는 염색체 17번과 18번에서 이미 알려진 7개의 microRNA중 6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표 2]

Criterion

 Mean of absolute distance  Square root of the mean of the squares

 5'sense  3' anti-sense  5'sense  3' anti-sense

 start  end  start  end  start  end  start  end

 Total  2.83  3.31  2.42  2.15  4.16  5.11  3.32  3.65

Total except

failures

(68+48)

1.96 2.47 2.13 1.60 2.56 3.26 2.70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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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는 총 116개의 알려진 microRNA 전구체 데이터를 이용해 완숙한 microRNA의 위치를 예측한 결과의 오차를 표시한

다. 완숙한 microRNA는 5'sense 방향이나 3'anti-sense 방향에 존재하고, 시작하는 부위(Start)와 끝나는 부위(End)의

오차를 표시하고 있다. 여기서 예측에 실패한 결과를 제외하면 5'sense 방향의 microRNA 유전자의 위치 중 시작하는 부

위는 평균적으로 1.96 염기차이가 났으며, 끝나는 부위는 2.47의 염기차이가 났다. 3'anti-sense 에서는 시작하는 부위

2.13, 끝나는 부위 1.60의 염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3'anti-sense 의 예측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4는 인간 염색체 19번에서 예측된 microRNA 유전자 후보와 생쥐의 microRNA 유전자의 2차구조를 나타낸 구조도이

며, 도5는 hsa-let-7a-3 인간 microRNA 유전자의 S(i) 시그널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위 분석에서 가장 유력한 microRNA의 후보를 분석한 결과 완숙한 microRNA 부분이 생쥐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그것에 대한 완숙한 microRNA의 위치확률인 S(i) 시그널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도 5에

서는 이미 알려진 hsa-let-7a-3의 시그널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microRNA 위치예측방법을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권리는 이러한 실시예에 제한되

지 않으며,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형할 수 있는 범위에도 권리가 미친다.

본 발명은 C++ 을 통해 구현 되었으며 웹상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다른 언어를 통해서도 동일한 방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학습시간이 짧고, 탐색시간도 훨씬 단축할 수 있으면서도 높은 효율을 나타내는 완숙한 microRNA 위치

예측방법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microRNA 유전자의 동정 뿐 아니라 완숙한 microRNA의 위치를 동시에 예측해서 알

려 주기 때문에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간 microRNA 전구체에 포함된 완숙한 microRNA의 위치를 예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인간 microRNA 전구체를 구성하는 염기쌍을 일치(match), 불일치(mismatch), 돌출(bulge) 중의 어느 하나의 상태

정보로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염기쌍에 대한 염기쌍 발산 심볼을 표시하는 단계와;

상태 s가 심볼 q를 발산할 확률(Es(q))과 상태 a에서 b로 전이할 확률(Tab)을 이용하여 상기 microRNA의 Viterbi 확률(P)

을 계산하는 단계와;

i 번째 염기쌍이 참(true)일 Viterbi 확률(Pt(i))과 거짓(false)일 Viterbi 확률(Pf(i))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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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으로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Viterbi 확률을 이용하여 완숙한 microRNA의 위치확률(S(i))

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완숙한 microRNA의 위치확률(S(i))이 소정의 값 이상이면, 상기 위 염기쌍이 있는 위치를 완숙한 microRNA의 위치

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은닉 마코프 모델을 이용한 완숙한 microRNA 위치예측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일치상태는 A-U, U-A, G-C, C-G, U-G, G-U 중의 어느 하나의 발산 심볼로 표시되며,

상기 돌출상태는 A-, U-, G-, C-, -A, -U, -G, -C 중의 어느 하나의 발산 심볼로 표시되며,

상기 불일치상태는 이외의 나머지 발산 심볼로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은닉 마코프 모델을 이용한 완숙한

microRNA 위치예측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microRNA의 stem으로부터 loop 방향으로 완숙한 microRNA의 위치확률과, loop로부터 stem 방향으로 완숙한

microRNA의 위치확률을 각각 계산하고,

상기 위치확률의 값이 피크를 형성하는 염기쌍의 위치를 완숙한 microRNA의 끝점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

방향 은닉 마코프 모델을 이용한 완숙한 microRNA 위치예측방법.

청구항 4.

인간 microRNA 전구체에 포함된 완숙한 microRNA의 위치를 예측하는 방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기록매체

로,

인간 microRNA 전구체를 구성하는 염기쌍을 일치(match), 불일치(mismatch), 돌출(bulge) 중의 어느 하나의 상태정보

로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염기쌍에 대한 염기쌍 발산 심볼을 표시하는 단계와;

상태 s가 심볼 q를 발산할 확률(Es(q))과 상태 a에서 b로 전이할 확률(Tab)을 이용하여 상기 microRNA의 Viterbi 확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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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산하는 단계와;

i 번째 염기쌍이 참(true)일 Viterbi 확률(Pt(i))과 거짓(false)일 Viterbi 확률(Pf(i))을 각각

의 식으로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Viterbi 확률을 이용하여 완숙한 microRNA의 위치확률(S(i))

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완숙한 microRNA의 위치확률(S(i))이 소정의 값 이상이면, 상기 위 염기쌍이 있는 위치를 완숙한 microRNA의 위치

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은닉 마코프 모델을 이용한 완숙한 microRNA 위치예측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컴

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저장매체.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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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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