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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성능 바이오 서열 분석 장비(NGS) 기술

의 발달로 량의 바이오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바

이오 산업의 발달로 개인별 유 체 정보에 의한 맞춤의학

의 시 가 다가오고 있다. 수많은 서열에 한 분석에는 많

은 장공간이 필요하므로 슈퍼컴퓨터 의 서버와 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러한 분석에는 염기서열 일치 검색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Alignment와 Assembly 분석이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기

존의 알고리즘은 염기서열을 문자열로 취 하고, 해쉬 인덱

스 테이블, Brujin 그래 의 사용, 버러우즈 휠러 변환

(BWT) 등의 기법 등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과 

공간 으로 효율 인 DNA 검색을 해 염기서열을 문자열

이 아닌 k-mer 묶음의 정수형 배열로 변환한 후 단   

비단  연산자로 검색함으로써 장 공간의 크기를 약 28% 

이상 여서 검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에 기

반한 Assembly 분석 로그램인 CalcGen 로그램을 개

발하여 본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 다.

키워드 : 차세  염기서열 분석, 염기서열 검색 알고리

즘, 어셈블리 분석

Abstract The advent of ultra-high-throughput se-

quencing technology makes pour bulky bio-sequence 

information and the advance of bio-industry pull the era 

of personalized medicine using individual genome infor-

mation. However, the analysis of massive bio-sequence 

requires large storages, so that analysis sometimes needs 

supercomputer and novel software that can handle bulky 

sequence information. In that type of analysis, there are 

sequence match algorithms based on alignment and 

assemble. These alignment and assemble are funda-

mental for analyzing bio-sequence. Those algorithms 

regard nucleotide sequences as strings and compare one 

by one character during analysis of sequences. They use 

hash index tables, de Bruijn graph, Burrows-Wheeler 

transform method, and so on. In this paper, for time and 

space efficient DNA searching, we propose an algorithm 

that transforms base sequence into k-mer integer array 

and analyzes the integer array transformed by unit 

search operator and non-unit search operator, resulting 

in the storage space reduced about 0.28 fold. Further-

more, based on the algorithm we have developed CalcGen 

assembler that is fundamental sequence analysis program, 

and show the usefulness of the program with experiments.

Key words : 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Sequence Search Algorithm, Assembly 

Analysis

1. 서 론

 고성능 바이오 서열 분석 장비 기술의 발달로 

량의 수많은 바이오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1999년 

9월 인간유 체 로젝트에서는 인간 유 체의 3분의 1 

수 인 10억 염기 (base pair)의 서열 분석을 세계 으

로 축하하 으나, 오늘날 10억 염기 의 염기서열 분석

은 Illumina GAII 는 ABI SOLiD 등과 같은 제2세

 염기서열분석 장비를 사용하면 몇 시간 정도면 가능

하다[1]. 한, 재 의학의 발 은 이와 같이 량으로 

쏟아지는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개개인의 유 체  특성

을 고려한 치료  처방을 궁극 으로 추구하여 개인별 

맞춤의학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많은 과학자들은 

더 발 된 새로운 염기서열 분석 기기의 개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차세  자동화 염기서열 분석기

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염기서열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유 체 서열의 구축, 기존 다른 유 체 서열과의 비교, 

단일염기다형성(SNP), 복제수변이(CNV) 등 분석을 통

해 유 자 기능  유 자 조  부 에 한 기작을 연

구할 수 있다.

이들 다양한 분석에서 가장 처음 수행되는 기 인 계

산  방법이 Alignment와 Assembly이다. 기존 Alignment 

로그램에는 해쉬테이블 기반의 MAQ, SOAP, 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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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MP, ZOOM, BFAST, MOSAIK (http://bioinfor-

matics.bc.edu/marthlab/ Mosaik) 등이 있으며[2,3], 버

로우 휠러 변환(Burrow-Wheeler transform) 방법을 이

용한 Bowtie, BWA, SOAP2 등이 있다[4,5]. 한 기존 

Assembly 로그램들은 부분 Bruijn 그래  데이터 구

조를 기본 구조로 사용하 으며, 이들 Assembly 로그램

들에는 SHARCGS, VCAKE, VELVET, EULER-SR, 

EDENA, ABySS, ALLPATHS 등이 있다[6-9].

이들 기존 로그램들은 일부 특정 차세  염기서열 

분석기기에 해 의존 이거나 메모리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량의 다양한 염기서열 분석 데이터가 들어오

게 되면 메모리 오류  다양한 실행 시 오류를 수반하

며 종종 수행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SOAP-

denovo 등 몇 로그램들은 여러 노드의 수퍼 컴퓨터 

의 서버 환경 는 많은 물리메모리를 요구한다[10]. 

염기서열 분석기기의 발 으로 분석되어지는 서열의 길

이는  길어지는 방향으로 발 하고 있으며, 분석되

어지는 서열의 양도 더욱 량화되어지고 있는 바, 더욱 

더 은 물리메모리  디스크의 사용, 그리고 빠른 분

석이 생물정보처리 분야에서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이를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 효율  DNA 서열 검색 

연산기를 통해 서열 데이터 장 디스크  계산 메모

리의 양을 이고 빠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

즘  어셈블리 분석 로그램을 제안한다.

2. 시공간 효율  DNA 서열 검색 연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공간 효율  DNA 서열 검

색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비

교 검색 상인 DNA 서열들을 공간 효율성  연산단

순화를 해 사용자 정의 크기인 k-mer 단 의 정수형 

배열로 변환시킨다. 정수형으로 변환된 DNA 서열 데이

터의 크기는 주어진 k값에 따라 어들게 되어 정보 

장 공간을 일 수 있다. 크기가 어든 정수형의 DNA 

서열 정보는 k값 크기 단  연산자와 비단  연산자를 

통해 어 난 k-mer 단  일치와 k값보다 작은 크기로 

어 난 일치 계산을 통해 검색을 수행하게 되며, 계산 

일치 때에는 Isearch라는 일치 검색 연산자를 수행한다.

그림 1 정수형 변환을 통한 서열 검색(k=4 경우)

2.1 DNA 서열의 정수형 변환

생물체의 유 체인 DNA 염기서열은 아데닌(Adenine, 

A), 구아닌(Guanine, G), 시토신(Cytosine, C), 티민

(Thymine, T) 등의 염기로 구성되어져 있다. 염기서열 

분석기기를 통해 시료의 유 체 부 를 분석하면 1차원

인 A, C, G, T의 긴 문자열 서열로 표 되어 장되

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 체 서열에서 하나의 단

체를 표하는 염기의 종류는 4가지이므로 이를 2 비트

로 변환하고 유 체 서열을 k-mer 단 로 나 어서 정

수형으로 변환 후 장하는 방법을 그림 2와 같이 고안

하 다.

그림 2 염기서열 정수형 배열 변환(k=4 경우)

염기서열의 문자열을 정수형 배열로의 변환은 이론

으로 k-mer의 k 값과 정수형의 크기에 따라 변환 효율

이 달라지며 효율에 한 평가 식은 아래와 같다.

 

 
  




의 식에서 Esave는 장 공간 효율성, Slen은 염기 서

열의 길이, Ilen은 정수형 비트수, k는 k-mer의 크기를 

나타낸다. 4 byte 정수일 경우 32bit 크기이므로, k의 크

기는 4이상이 되어야 공간 축소 효율이 1보다 작아질 수 

있으며 k 값은 16을 넘을 수 없다. 이 경우 이론 은 

장 공간 효율성 Esave의 값은 0.25로서, 약 3GB의 인간 

유 체의 경우 약 750MB에 크기에 장 가능하다.

2.2 DNA 서열 일치 계산 : 단   비단  연산자

염기서열 데이터를 k-mer 단 로 정수형 변환을 통

해 공간 효율 이고 계산 단순화된 데이터 구조로 변환

하게 되면, 그림 1과 같이 k-mer 단 의 일치 검색 단

 연산자를 통해 여러 염기서열의 일치 여부를 한 번

에 그룹으로 빠르게 수행할 수 있으나 k 값보다 작은 

수의 어 난 염기서열은 이러한 방식의 일치 검색으로 

일치 여부를 단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

하는 일치 검색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표 되어지는 

비단  연산자를 통해 정수 배열 값을 다시 계산한 후

에 생성된 정수 값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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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에서 Isearch는 비교 검색할 정수 값이고, k는 

k-mer 크기, len은 어 난 길이, RIn은 어 나기 시작

한 서열의 정수 값, RIn+1은 어 나기 시작한 서열의 다

음 정수 값 그리고 %는 나머지를 취하는 연산이며, 

(quotient) 함수는 몫만을 취하는 함수이다. 의 식에

서 4k-len으로 나  나머지를 취하는 연산은 len 길이만

큼 어 난 앞의 서열을 잘라내는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며 뒤의 더해주는 항의 4k-len으로 나  몫을 취하는 

연산은 len 길이만큼 뒤이어 오는 서열을 취하여 붙여

주는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 결과를 통해 

k-mer 단 의 일치가 아닌, k값보다 작은 len 길이로 

어 난 염기서열의 일치 여부를 정수 값의 비교로 검색

할 수 있다.

와 같은 방법으로 두 서열의 정수 값 배열 비교를 

하다보면 맨 마지막의 정수 값은 비교하는 read의 k - 

len 만큼의 정수 값과 비교 상 read의 마지막 정수 

배열인 k-mer 길이의 정수 값이 남게 된다. 이러한 경

우의 검색은 아래의 조건식을 만족하면 일치됨을 알 수 

있다.

 
 ≤ ≤

 
  

Itarget은 비교 상 read의 마지막 정수 배열을 말한

다.  식의 의미는 len 길이만큼 어 났기 때문에 발생

하는 맨 마지막 서열은 그 어 난 길이만큼 어떤 염기

가 있어도 일치하는 조건을 나타낸다.

2.3 CalcGen Assembler

DNA 염기서열 분석에서 가장 기 이고 기본 인 분

석인 Alignment와 Assembly  좀 더 복잡하고 많은 

연산이 필요한 Assembly 분석을 에서 제안한 시공간 

효율  DNA 서열 검색 알고리즘을 용하여 Assembly

를 수행하는 CalcGen Assembler를 구 하 다. 

에 그림 3에 CalcGen Assembler의 로세스 흐름

도를 간략하게 표 하 다.  그림의 실선화살표는 

로세스의 흐름을 나타내며 선화살표는 그 로세스에

그림 3 CalcGen Assembler 로세스 흐름도

서 생성된 데이터의 참조를 나타낸다.

이 로그램은 사용자로부터, 짧은 서열 read들의 정

보가 들어있는 FASTA 형식의 입력 일과 k-mer의 크기 

그리고 최소 첩(Overlap) 크기를 입력 받아서 Assembly

를 수행한다. 처음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k-mer 크기 값

으로 차세  자동화 염기서열 분석기기에서 생산된 

read들을 정수 값의 배열로 형 변환을 수행한다. 이 후 

Assembly 시에 사용할 자료구조인 두 개의 해쉬 테이

블과 한 개의 연결 리스트를 생성한다. 3' 확장 해쉬 테

이블은 선택된 read의 3' 방향으로의 확장을 한 테이

블로써 각 read들의 5'의 k-mer를 나타내는 정수배열

의 첫 정수 값을 키로 하고 read의 ID를 값으로 구축한

다. 5' 확장 해쉬 테이블은 5' 방향으로의 확장을 한 

테이블로써 각 read들의 3'의 k-mer를 나타내는 정수 

배열의 마지막 정수 값을 키로 하고 read의 ID를 값으

로 하여 구축하다. 한 개의 read의 연결리스트는 사용한 

read들의 ID를 제거해가며 새로운 Contig를 분석할 때 

사용되지 않은 read를 선정할 때 사용되어진다. 이 외에

도 Contig 생성을 한 연결리스트도 사용되어지는데, 

이 연결리스트는 read의 ID와 첩이 시작된 치 값을 

지니고 있으며 서열이  같은 read의 경우는 시작 

치 값을 0으로 처리하여 구분하 다.

우선 read들  하나를 선택한 후 선택된 read의 정

수 배열의 첫 번째 정수와 일치하는 read들이 있는지 

3' 확장 해쉬 테이블에서 찾는다. 일치하는 read가 있다

면 앞서 기술된 DNA 일치 검색 연산자에 의해 첩여

부를 단한다. 첩된다면 첩된 서열의 첫 번째 정수

를 선택하여 의 단계를 반복한다. 만약, 첫 번째 정수

와 일치하는 read가 해쉬 테이블에 없다면, 이때부터 1

부터 k값보다 작은 길이만큼 어 난 정수 값을 계산하

여 해쉬 테이블 검색을 시도하여, 더 이상 첩되는 서

열이 없을 때까지 반복한다. 이 때 첩 검사에서 첩

으로 단되어 Contig에 연결된 read의 ID는 3' 확장 

해쉬 테이블, 5' 확장 해쉬 테이블, read 연결 리스트에

서 삭제된다.

3' 확장이 끝나면 다음으로 5' 확장을 수행한다. 우선 

3' 확장 시에 맨 처음 선택된 read의 정수 배열의 마지

막 정수와 일치하는 read들이 있는지 5' 확장 해쉬 테

이블에서 찾고 DNA 일치 검색 연산자에 의해 첩여

부를 단한다. 첩된다면 첩된 서열의 마지막 정수

를 선택하여 의 단계를 반복하고, 3' 확장 로세스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정수와 일치하는 read가 해쉬 테이

블에 없다면, 이때부터 1부터 k값보다 작은 길이만큼 뒤

에서부터 어 난 정수 값을 계산하여 해쉬 테이블 검색

을 시도하여, 더 이상 첩되는 서열이 없을 때까지 반

복한다. 이 때 첩 검사에서 첩으로 단되어 Cont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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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결된 read의 ID는 3' 확장 해쉬 테이블, 5' 확장 

해쉬 테이블, read 연결 리스트에서 삭제된다.

이와 같이 양방향으로 확장이 이루어지면 Contig 생

성이 완료된 것이므로 다음 Contig 생성을 해 read의 

연결리스트에 남아있는 하나의 read를 선택하여 와 

같은 로세스를 반복하여 Contig를 생성하며, 이러한 

반복을 read의 연결리스트가 빈 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3. 실험  결과

비교  논문에 많이 언 이 되고 본 실험에서 사용한 

컴퓨  시스템인 HP DL 160 G5 서버와 Ubuntu 11.04 

Linux 운 체제 하에서 로그램 설치가 가능한 5개의 

로그램인 ABySS, SHARCGS, Velvet, EDENA, 

SSAKE을 상으로 하 으며, 상기 5개의 로그램을 

데이터 크기별로 수행해 본 결과 약 200～300 kbp BAC 

clone 크기의 염기서열에서 read를 추출한 경우 모두 

문제없이 수행이 되었으므로 BAC Clone 크기인 262,323bp

의 염기서열을 상으로 32bp 크기의 짧은 read  

70bp, 125bp read들을 각각 2,000,000 건 생성하여 실

험들을 수행하 다.

한, 본 실험에서는 형변환 단 인 k-mer의 크기에 

따라 실험 결과가 달라지므로 아래 그림 4와 같이 최  

k-mer 탐색을 통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는 k 값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의 그림 4에서와 같이 32mer의 경우 12, 70mer와 

125mer는 14의 k 값을 갖을 때 가장 빠른 수행 시간

(단  : )을 기록하 다.

각 read의 길이에 따른 기존 Assembler 간의 비교 

실험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들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CalcGen 

Assembler가 기존 Assembler들에 비해 월등히 짧은 

실행시간(그림 5)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고안한 알고리즘이 시간 효율 임을 나타내고 있다. 

한 다른 Assembler들에 비해 작은 contig의 수(그림 6)

그림 4 CalcGen Assembler의 k 값에 따른 수행 시간

그림 5 실행시간 측정 결과

그림 6 생성된 Contig수 측정 결과

그림 7 최  Contig 크기  N50, N90 측정 결과

와,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긴 최  Contig 길이

(Max. Contig)와 긴 N50, N90 값들이 비교 상 

Assembler들에 비해 우수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첩 검색의 정확도  Contig 생성의 효율성이 우수함을 

나타낸다.

한 아래의 표 1과 같이 인간 유 체 데이터  가

장 긴 염색체 1번의 FASTA 일을 사용하여 정수형 

변환 후 장된 일의 크기를 측정하여 장 공간 효

율성을 실험하 다.

의 실험 결과에서 보면 장 효율의 이론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FASTA 형

식의 경우 한 에 염기서열을 수 십 개씩 나열하고 

을 바꾸어 동일한 개수씩 나열하는 것이 비해 형 변환 

시에는 한 에 모든 형 변환 정수를 이진형태로 연속

해서 장하므로  바꿈에 들어가는 장 공간이 축소

된다. 특히 k-mer의 크기가 14인 경우는 gzip의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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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수형 변환으로 인한 장 공간 효율성

k 값 원본 10 12 14 16

일 크기 253Mb 100Mb 83Mb 71Mb 62Mb

장 효율 - 0.39 0.33 0.28 0.25

이론 효율 - 0.40 0.33 0.29 0.25

결과인 73Mb 보다 은 크기의 장 공간을 활용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향후 연구

차세  염기서열 분석 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량

의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데에는 많은 장 공간을 필요

하게 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새로운 근 방법인, 문자열로 표 되

어 오던 염기서열을 k 크기의 묶음의 정수로 형 변환 

 DNA 일치 여부 단   비단  연산자를 고안하여 

형 변환으로 발생하는 일치 검색의 문제를 수식을 활용

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 고, 이를 기반으로 분석 

계산 량이 비교  많은 Assembly 분석을 수행하는 

로그램인 CalcGen이라는 Assembler를 구 하 다. 이 

Assembly 로그램은 기존의 분석 도구들에 비해 우수

한 속도와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며, 장 장치 사용량도 

축소(최  0.25배)하 다. 

본 연구에서 구 한 Assembler인 CalcGen 로그램

은 정수형 변환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Assemble 

분석을 하는 기 인 알고리즘을 구 한 것이다. 실제 

생물학  염기서열 분석에서는 염기서열 분석오류, 반복

서열인 Repeat의 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향 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본 인 알고리즘을 보완하면 Alignment 로

그램 한 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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