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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물학자들은 기능이 밝혀진 단백질들로부터 치환된 몇몇의 잔기를 이용해 새로운 유용한 단백질들을 만

든다. 만들어진 단백질은 높은 서열 유사성을 가지는데 우리는 이런 유사한 서열들로 구성되어 있는 클러

스터를 서열 클러스터라고 정의한다. 이 논문에서는 서열정렬방법을 이용하여 서열들의 클러스터에 새로

운 요약적  표현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클러스터 안의 모든 서열들 각각의 거리에서 최소거리를 갖는 서

열을 대표로 선택한다. 이 서열거리는 계산된 정렬스코어에 의해 얻을 수 있고 서열정렬의 결과에서 변환

된 서열을 Edit-Script라고 불리는 보존정보에 저장한다. 대표로 선택된 서열과 각 클러스터의 Edit-Script

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이 정보로 각 클러스터의 서열들이 보다 쉽게 만들어진다. 본 연구의 결과에

서  Edit-Script의 정보를 이용하면 클러스터안의 서열들의 유사도이 55% 넘었을 때 사이즈가 감소된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려는 서열과 관련된 서열들을 검색할 때 데이터베이스 있는 

대표서열들을 먼저 비교해 본 후 가장 거리가 가까운 대표서열을 선택하여 그 안의 클러스터 구성서열들

과 검색하기 때문에 검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1.  서  론

 유용한 단백질을 디자인하고 만들 때 생물학자들은 기능이 밝

진 단백질들을 주형으로 이용한다. 즉, 기능이 밝 진 단백질

들의 치환된 몇몇의 잔기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단백질을 만든

다. 새롭게 만들어진 단백질들은 높은 서열 유사성을 가진다. 

우리는 이러한 유사한 서열들로 구성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서

열 클러스터라고 정의한다. 로 SNP클러스터가 있는데 SNP

는 단일 염기 다형성이라 하며, 세포핵 속의 염색체가 갖고 있

는 30억개의 염기서열  개인의 편차를 나타내는 한 개 는 

수십 개의 염기변이를 말한다.

 우리는 서열정렬방법  하나인 Smith-Waterman[1]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서열클러스터의 새로운 요약  표 방법을 제안한

다. 이 방법은 클러스터 안의 모든 서열들의 각각의 거리에서 

최소 서열거리를 갖는 서열을 표서열로 선택한다. 서열들의 

거리는 계산된 정렬스코어에 의해 얻어진다. 한 서열정렬 결

과로 부터 얻은 두 서열의 변환정보를 Edit-Script를 만들고, 

1)데이터베이스에는 클러스터에 표서열과 각 구성서열의 

Edit-Script를 장한다. 각 클러스터의 구성 서열들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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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에 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만들어 진다. 본 

연구 결과에서 Edit-Script의 정보를 이용하면 클러스터안의 서

열들의 유사도이 55% 넘었을 때 사이즈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한 서열의 유사성을 검색할 때 모든 서열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먼  표서열을 검색한 후 가장 유사한 표서열

을 선택한 후 그 표서열의 구성 서열들과 비교하게 되므로 

검색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연구는 높은 서열 유사성을 갖는 

어떤 클러스터에서든지 용이 가능하다.

2 .  련 연 구

 서열정렬은 DNA서열이나 단백질서열간의 계를 나타내기 

해 정렬하는 것으로 서열들이 기능 으로나 진화 으로 어느 

정도 연 성이 있고 서열의 어느 부분들이 그러한 연 성을 가

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며 서열의 상동성 한 잘 나타나 있

다. 서열 정렬은 몇 가지 기 에 따라 종류가 나 어지는데 첫 

번째는 정렬하는 서열의 개수에 따라서 두개의 서열에 한 정

렬인 Pair-wise alignment[1,2,3], 세 개 이상의 서열에 한 정

렬인 Multiple alignment[4,5]로 구분되어진다. 두 번째는 정렬

결과로 나타나는 상동성의 종류에 따라서 두 서열 비교에서 서

열 체에 걸친 상동성이 최 가 되도록 정렬하는 경우 그러한 

상동성을 global homology라 하며 그 정렬을 global 

alignment[3,6]라고 한다. 이 정렬은 모르는 단백질의 3D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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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고자 할 때 효과 이다.  반면 두 서열의 어떤 부분서열

이 높은 상동성을 가지는가를 나타내기 해 정렬하는 경우, 

그러한 상동성을 local homology라 하며 그 정렬을 local 

alignment[1,7,8,9]라 한다. 이 정렬은 기능 으로 일부분만 련

된 한 부분을 측하고자 할 때 효과 이다.

 최근의 서열정렬 알고리즘[6,7,8]은 휴리스틱 근법처럼 체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게 스캔하지만 낮은 정확률을 가진다. 서

열정렬 알고리즘은 과거에는 동  로그래 [3,6,9]을 사용하

다. 이 알고리즘[1,3]은 데이터베이스의 스캔은 느리지만 높

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 짧은 Edit-Script를 만들 수 있다. 그

리고 클러스터 안에 서열들이 유사한 서열들로 구성되어 있어 

역 으로 유사하지만 global alignment 특징으로 정렬하는 

동안 gap들을 발생시켜 두 서열을 같은 길이로 만들기 때문에 

Edit-Script를 길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Edit-script를 

효과 으로 용하려면 Smith-Waterman[1]알고리즘을 이용한 

local alignment가 서열 클러스터 요약  표 에 당하다.

3 .  클러스터 요 약 방법

 이 논문에서는 서열 클러스터의 사이즈를 축소하는 요약  표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Smith - Waterman 알고리즘

에 BLOSUM62[10] score를 용하여 모든 멤버 서열들의 평균 

서열 거리를 계산하고 가장 짧은 거리를 갖는 서열을 클러스터 

표서열로 선택한다. 그 다음서열정렬 결과로부터 변환 정보

로 Edit-Script, ε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마지막으

로 장된 클러스터의 표서열과 각 Edit-Script들을 이용하여 

구성서열을 만든다. 지 부터 이 과정에 해 자세히 살펴본다.

3.1 클러스터의 표서열

 클러스터의 표서열은 가장 짧은 Edit-Script를 만드는 서열

로 정한다. 즉, 클러스터 심에 가장 가까운 서열을 선택하는

데 그림 1처럼 서열들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한다. 서열 클러스터에서, SC={S0,S,1S2,S3,...,Sn}, Sn은 클러스터

의 구성서열, n은 클러스터 안에서 서열의 수를 표시한다. 

 

      그림 1 서열 클러스터

  각 구성서열인 Sn의 평균거리는 먼  클러스터안의 각 서열i

와 다른 서열j 사이의 거리(d)를 구하고 두 서열사이의 거리 

di,j는 서열 Si와 Sj의 거리로 표시되고,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 

구성서열을 S0로 표시한다면 식(1)로 부터 S0 구성서열은 총 

구성서열들과의 거리의 합계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ds0,si가 dsi 로 치환되면 식(1)이 식(2)로 간단하게 표

된다.

 즉, 클러스터의 표서열은 최소한의 평균거리를 갖는 구성서

열 Si를 의미한다.                                        

3.2 서열거리 

 클러스터 안에서 각각의 거리는 유 체 서열들 사이의 거리인

데 서열들이 어떤 인 치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기하학

 거리는 합하지 않다. 그래서 서열정렬 방법에 Smith- 

Waterman [13] 알고리즘과 score matrix를 이용하여 서열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 한다. 

 서열 Sx={GGCTCAATCA}, Sy={ACCTAAGG}가 주어지고 

그림 2에서 서열에 한 정렬매트릭스와 동  로그래 을 볼 

수 있다. 셀의 각 값 Mij는 식(3)에 의해 할당되고 각 셀은 세 

가지 후보 값 즉, 에서 온 값, 왼쪽에서 온 값, 각선에서 

온 값 에 최 값을 할당받는다. 그림 3은 이 세 가지 후보 

값을 나타낸다. score S(ai,bj)는 match와 mismatch에 각각 ‘2’, 

‘-1’을 할당하고 gap 패 티는 score가 쪽이나 왼쪽 셀에서 

왔을 때 δ, s(ai,-), s(-,bj)로 나타내며 score는‘-2’이다. 만약 셀 

값 Mij 가 ‘0’ 아래로 떨어지면 최 값 할당에 의해 score는 0

으로 설정된다. 

      

        그림 2 smith-waterman 알고리즘의 정렬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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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smith-waterman 알고리즘의 후보 값

 를 들어 셀 M7,6에 할당된 값은 먼  세 가지 후보 값, 

각선에서 온 값 4+2=6, 왼쪽에서 온 값 5-2=3, 쪽에서 온 값 

3-2=1,에서 최 값 (6)이 M7,6에 할당된다. 모든 셀은 그림 2처

럼 값이 온 방향으로 화살표 표시가 가능하다. 그림 4처럼 왼

쪽이나 쪽으로부터 화살표가 표시되면 gap이 만들어지고 문

자“-”로 표시해 다. 이 화살표들은 정렬된 패스를 

backtracking 하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정렬에서 가장 좋은 

local alignment는 매트릭스 끝부분에서 높은 score를 갖는 셀

M7,6에서 tracking하면 Sx⊃{CTCAA}와Sy⊃{CT-AA} 부분으

로 두 서열사이에서 가장 유사한 부분이다.

 

       

         그림 4 smith-waterman알고리즘의 결과

3.3 score matrix

 일반 으로 DNA의 서열에 해서는 같은 염기  여부만을 

score를 1과 0으로 표시하는 간단한 방식을 사용하고, 아미노산 

에 해서는 생물학 인 모델과 통계 인 방법에 근거하여 

유도한 값을 사용한다. DNA 서열내의 염기간의 치환에 한 

통계는 일반 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이 있기 때문에 기능과 

련된 단백질 서열의  치환에 해 score matrix 연구가 이루

어져 왔다. 그림 5는 DNA 서열의 score matrix를 표 한 것이

다. 

 

그림 5 DNA서열의 scoring matrix

 돌연변이 연구에서 transition (A->G/C->T)은 략 2배만큼

의 빈도로transversion (A->T/ A->C) 보다 자주 발생하기 때

문에 A와G정렬은 A와T정렬 보다 의미하는바가 어 

mismatch score 게 다. 서열을 정렬했을 때 score 값이 

match score는 +2, gap score는 -2, mismatch score는 -1이나 

-0.5라고 할당된 DNA score matrix에 따라 그림 4서열의 정렬

된 score는 0.5이다. 우리가 제안한 방법에서 이 score는 서열

들 간의 거리를 의미한다. 서열이 유사할수록 score가 높고, 서

열들 간의 거리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아미노산정렬은 흔히 Blosum62 치환 매트릭스를 사용한다. 

Blosum(n)매트릭스는 n%의 서열 유사도 블록들로부터 유도된 

것이다. 각각의 Blosum 매트릭스는 서열 간에 유사정도에 따라 

차별 으로 가 치를 두어 생성될 수 있다. 를 들어 두 서열

이 62% 이상의 유사도을 보이는 단백질 블록들로 부터 

Blosun62 매트릭스가 생성되는 것이다. 

3.4 Edit-Script, ε

 데이터베이스의 표서열Sx 구성서열을 Sy라 한다면 이때 검

색하기 해 필요한 정보는 그림 6과 같다.  matched 

sequences는 Sx와Sy를 Smith-Waterman 알고리즘을 용하여 

정렬된 서열이다. starting index는 서열S의 멤버 서열의 

matched sequence 가 시작하는 인덱스이고, ending index는 

서열 Sx의 matched sequence 가 끝나는 인덱스이다. prior 

matseq 와 posterior matseq 는 matched sequence 의 앞부분

과 뒷부분 서열이다. 여기서 Edit-Script는 Sx의matched 

sequence Sy의 matched sequence 로 변환하기 한 정보이

다.    

    

                그림 6 Edit-Script의 구조     

 Edit-Script를 만들기 해서는 matched sequence부분에서 

Sx가 Sy로 변환된 부분을 표시하기 해 3개의 삽입, 삭제, 치

환 연산자들이 더 필요하다.  즉, matched sequence에서 변환들

이 생기고 이 변환에 3개의 연산자들이 라메터로 작용한다. 

Edit-Script 구조를 살펴보면 ε = { {Prior MatSeq}, Starting 

Index, {operator1, operator2, operator3, … }, Ending Index, 

{Posterior MatSeq}로 나타낸다. 를 들어 그림 6의 정렬을 

Edit-Script로 나타내면 ε = { {TI}, 2, { ins(2,R), sub(5,I), 

del(7,T) }, 12, {WP} } 로 표 된다. 이 Edit-Script를 이용하

여  서열Sx에서 서열Sy로 변환시킬 수 있다. 

3.5 표서열로부터 구성서열 생성

 데이터베이스에 장되는 정보는 클러스터의 표서열과 각 

구성서열의 Edit-Script들이다. 사용자들이 구성서열들을 찾고

자 할 때 우리 시스템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구성서열의 

Edit-Script와 표서열들을 찾아 다. 이 과정은 그림 7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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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표서열 테이블에서 검색을 원하는 서열을 가져온

다. 두 번째는, Edit-Script에서 starting index와 ending index 

값을 사용한다. 세 번째 는, Edit-Script를 분석하여 삽입,삭제,

치환 정보를 용하여 표서열의 matched sequence를 구성서

열의 matched sequence로  변환한다. 네 번째는, 구성 서열의 

matched sequence에 prior matseq 와 posterior matseq를 앞

과 뒷부분에 삽입하고 gap들을 제거한다. 이로써 사용자는 

표서열로부터 원하는 구성서열을 검색해낼 수 있다. 

        그림 7 표서열로부터 구성서열 생성

4 .  평 가

 우리가 제안한 방법을 평가하기 해 제안된 Edit-Script를 

용하여 얼만의 디스크 용량이 감소가 있는지 측정하 다. 표

서열과 구성서열사이의 유사도에 따른 데이터 크기의 변화를 

측정해 보았다. 실험에 측정된 서열의 크기는 략 2KB, 4KB, 

8KB 해당하는 서열들의 유사도를 40%, 50%, 60%, 70%, 80%, 

90% 정도로 나 어 데이터의 크기를 측정하 다.  

    

       그림 8 서열의 사이즈와 유사성을 이용한 결과

 그림 8에서 total size는 비교 상인 두서열의 기본 총 데이

터 크기이다. 2KB의 서열의 경우에 50%, 4KB의 서열의 경우 

55%, 8KB의 서열의 경우52% 이상의 서열 유사도를 가지고 있

을 때 기본 총 데이터 크기보다 작은 감소량을 보 다. 데이터

의 감소량에 한 비율은 서열 유사성이 높을 때 더욱 뛰어났

다. 즉, Edit-Script의 정보를 이용한 서열들은 서열 유사도이 

55% 넘었을 때 사이즈가 감소되었다. Edit-Script를 만들 때 

3Byte의 용량이 차지하기 때문에 서열의 유사도이 50% 이하일 

때는 Edit Script의 사이즈가 구성서열의 사이즈보다 오히려 증

가한다.

5 .  결 론  향 후 계 획

 이 논문에서 우리는 서열 클러스터 사이즈를 축소하는 새로운 

요약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법은 Smith-Waterman  알고리즘

을 이용해 정렬스코어 Blosum62를 용하여 모든 구성 서열들

의 평균서열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짧은 거리를 갖는 서열을 클

러스터의 표서열로 선택했다. 그리고 정렬결과에서 서열들 

간의 변환정보를 Edit-Script로 표 한다. 그리고 클러스터의 

표서열과 각 구성서열의 Edit-Script를 데이터베이스에 장

했다. 실험 결과 서열 유사성이 55%이상일 때 사이즈가 감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연구는 단백질 공학기법을 용하여 단백질 서열을 변화 

시켜 유용한 단백질을 만들어 내는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제시한 방법에서 Edit-Script를 이용하여 서열 

상이도 나 진화 거리를 목해 서열들의 계통수를 구축하는 시

스템으로 확장 연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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