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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NGS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 중 중합 효소 연쇄 반응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단계에서 DNA 리드

가 중복 생성될 수 있다[1]. 중복 리드는 이후 분석 과정

에서 오류나 성능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중복 리

드를 삭제하거나, 표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를 중복 제거라고 한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중복 제거 

기법이 중복 제거 정확도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

었다. 

  Padre[2]는 접두부(prefix)가 동일한 리드들을 같은 그

룹에 포함시키고 같은 그룹에 있는 리드들을 비트열로 

변환하여 비트연산을 통해 나머지 부분의 유사도를 계산

하여 중복 리드를 찾아낸다. 이 과정에서 MPI(Message 

Passing Interface)를 이용해서 각 그룹에 대한 병렬 처리

를 수행한다. 병렬 형태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수 프로세

스가 각각 중복 제거 결과 파일을 출력하고 이를 병합하

여 하나의 중복 제거 결과 파일을 만든다. 

  Samblaster[3]는 유닉스의 파이프(Pipe)를 이용해서 이

전 단계의 출력을 바로 입력으로 받아올 수 있어 이전단

계 출력을 저장하고 다시 읽기 위한 디스크 IO를 줄일 

수 있다. 중복제거를 위해서는 SAM 파일 형식의 CIGAR 

필드를 사용하여 특정 리드의 정렬 위치를 계산하고 계

산한 정렬위치를 이용해서 중복제거를 수행한다.   

Picard[4]는 널리 사용되는 DNA 분석 도구 중 하나이나 

분산 병렬 실행을 지원하지 않고, Samblaster 와 같이 이

전 단계의 입력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중복제거를 하는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중복제거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다. 

  본 논문에서는 Samblaster 의 장점인 이전단계의 입력

을 직접 입력으로 받는 특성을 가지며 동시에 다수 프로

세스가 중복제거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도록 Samblaster 

의 입력을 분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제안하는 DNA 리드 분할 방법

  본 논문에서는 Samblaster를 병렬로 실행하여 중복 제

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DNA 리드에 대한 파티셔닝 

방법을 제안한다. 즉, 중복 제거 이전단계의 출력이 유닉스 

파이프를 통해서 전달될 때 각 SAM 레코드를 주어진 수의 

그룹으로 분할한다. 각 분할된 그룹에 대해 Samblaster를 

병렬로 동시에 수행해서 중복제거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

인다. 제안하는 분할 방법은 각기 다른 Samblaster 프로

세스에 중복되는 SAM 레코드가 분산되지 않도록 설계 

한다.  이를 위해서는 Samblaster의 중복 제거 방법을 파

악하여 중복가능성이 없는 SAM 레코드들만을 서로 다른 

그룹에 분할해야 한다.  

  그림 1은 Samblaster의 페어드 엔드 (Paired-end) 

DNA 리드들에 대한 중복 제거 방법을 보여준다.  그림 

1에서처럼 Qname 이 같은 페어드 엔드 리드의 첫 번째

와 두 번째 리드의 위치 (FIRST_POS, SECOND_POS) 에 

대해서 해시키 (Hash Key)를 생성한다.  해시키를 생성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리드의 POS 필드 값

에 CIGAR 스트링을 적용하여 POS 값을 조정한 후 SAM 

파일의 헤더를 참조하여 리드의 RNAME의 염색체

(Chromosome)의 누적 길이와 더한다.  

  CIGAR 필드는 각 DNA 리드가 참조 DNA 시퀀스에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총 8개의 연

산 (M, I, D, N, S, H, P, =, X)과 숫자가 결합되어 나타

난다[5]. 첫 번째와 두 번째 리드의 POS에 대해서 

CIGRAR를 적용하여 보정된 POS 값을 하위 32bit와 상위 

32bit로 결합해서 최종 해시키를 생성한다.  이 해시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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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각 리드에 대한 해시를 수행하여 중복제거를 

한다. 

first.pos += rname.chromosome.length
second.pos += rname.chromosome.length

hash_key = lower32(first.pos) + upper32(second.pos)

▶▶ 그림 1. Samblaster 의 해시키 생성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amblaster 병렬 수행을 위한 

DNA 리드 분할 방법은 그림 2와 같다. 먼저 이전 단계

에서 출력되는 SAM 레코드들을 스트림 형태로 하나씩 

입력받으면서 페어드 엔드를 구성하는 첫 번째와 두 번

째 SAM 레코드를 입력받을 때 까지 기다린다. 페어드 엔

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레코드를 입력 받으면  

Samblaster 와 유사하게 첫 번째와 두 번째 SAM 레코드

의 RNAME에 따른 누적 염색체 길이와 POS 필드 값을 

더해서 POS 값을 조정한다.  

  다음으로 조정된 POS 값을 상수 사용자에 의해서 주

어진 상수인 K (10의 배수) 로 나누어서 K 단위 이하의 

값은 제거한다.  이것은 CIGAR 필드를 적용했을 때 POS

의 조정 값이 K 이하 인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즉, K를 

1000으로 했다면 POS가 2000 ~ 2999 인 SAM 레코드들

은 모두 2라는 POS 값을 갖게 되어 하나의 그룹에 속하

게 된다. 동일한 예에서 CIGAR 에 의해 조정되는 값이 

100 이하라면 POS가 2000 ~ 2999 인 SAM 레코드들은 

CIGAR 에 의해 POS 가 조정되어도 대부분 같은 그룹에 

포함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해시키 생성 알고

리즘은 그림 2와 같다. 

paired_end = first + second
paired_end.first.pos += rname.chromosome.length

hash_key = floor(paired_end.first.pos/K)

▶▶ 그림 2. 제안하는 DNA 시퀀스 분할 해시키 생성 방법

Ⅲ.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NA 리드 분할 방법을 검증하

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험을 수행하였다. SAM 파일을 

다수의 SAM 파일들로 분할하고 분할 각 파일들에 

Samblaster를 적용하여 중복제거를 수행한다.  각 파일들

에 중복제거를 수행한 결과와 분할 전의 SAM 파일에 대

해 Samblaster를 적용한 중복 제거 결과를 비교하여 중

복 제거 정도가 얼마나 유사한지 측정한다. 또한, 분할 

전의 SAM 파일에 대한 Samblaster 수행시간과 각 분할

된 SAM 파일들에 대해서 병렬로 Samblaster를 실행한 

시간을 측정하여 수행시간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 

비교한다.

 실험에 사용한 DNA 시퀀스 파일은 ERR000954.fastq 

(516M)이다. 이를 참조 시퀀스에 정렬하여 SAM 파일을 

생성한다. 생성한 파일을 제안하는 분할 방법을 이용해

서 총 10개의 파일로 분할한 후 각 파일에 대해서 

Samblaster를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분할 전 SAM 파일

에 대한 Samblaster 적용 결과와 분할된 파일들에 

Samblaster를 병렬로 적용했을 때의 시간 및 중복 제거 

결과를 측정하였다. 

입력 파일 중복제거율 (%)
실행시간 
(seconds)

분할 전 SAM 
파일

0.42 24.186

분할된 10개의 
SAM 파일

0.418 5.2

표 1. 실험 결과

  표 1은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것처

럼 중복제거율은 0.002% 의 차이가 있었으며 변이 검출 

결과는 모두 동일하였다. 또한, 실행시간은 약 5배 정도 

빨라졌음을 볼 수 있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NGS 분석과정에서 발생하는 DNA 리

드 중복 제거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기존 중복 제거 도구중 하나인 Samblaster를 병렬

화하기 위하여 DNA 리드 파일을 분할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DNA 리드 분할 방법을 실험을 

통해 실행 시간과 중복제거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중

복제거율의 경우 분할 전 파일과 분할 후 파일사이에 

0.002%의 차이가 있었다. 분할된 파일들에 대해서 Samblaster

를 병렬로 실행했을 때는 실행시간을 약 5배가량 단축시

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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