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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AMtools 는 NGS 데이터의 alignment 결과에 대해 사실상의 표준으로 쓰이고 있는 SAM 포맷
의 데이터를 다루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애용되는 tool 들을 포함하고 있는 SW 이다. 최근 멀티코어 
처리장치 HW 기술이 적용된 alignment SW 들이 속속 공개되어 성능향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SAMtools 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어서 점점 더 NGS 데이터 처리의 병목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멀티코어 CPU 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고성능의 MC-
SAMtools SW 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새로운 시퀀싱 기술 [8]과 함께 레퍼런스 시퀀스에 
대해 이 시퀀싱 기술을 통해 생성된 짧을 리드들을 
맵핑하는 많은 alignment SW 들 [1], [2], [3], [4]이 개발
되었다. 이들 alignment SW 들은 매핑(mapping) 결과로
써 각자 자신들의 alignment 포맷(format)으로 생성하
곤 하였는데, 이런 다양한 결과 포맷은 genotyping, 변
이 탐지(variant detection), 조립(assembly) 등과 같은 
downstream 분석과 연계되는데 어려움이 되었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AM(Sequence 
Alignment/Map) 포맷[4]이 제안되었으며, 현재 사실상
의 표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SAM 포맷과 함께, 
SAM 포맷의 alignment 결과 데이터를 다루는 
SAMtools 도 함께 제공되었다.  

SAMtools는 SAM(또는 BAM: Binary version of SAM) 
데이터들로부터 변이 탐지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 
예를 들어, SAM 포맷의 데이터를 BAM 포맷의 데이
터로 변환(view), BAM 데이터들을 정렬(sort), 여러 개
의 정렬된 BAM 데이터 집합을 병합(merge) 정렬 등
의 많은 단계를 처리 하게 되며, 각 단계들은 단 한
번 이루어지는 alignment 의 수행 시간 이상의 수행 
시간들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alignment SW들 [6], [7]
은 멀티코어 처리 장치(예를 들어, 멀티코어 CPU, 
GPGPU 등)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수행 시간면에서 
많은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SAMtools 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SAMtools 처리 
구간이 병목구간으로써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AMtools 의 view|sort|merge 처리 구

간에서의 성능 병목을 완화 시킬 수 있는 Multi-
threading 방식, Integration 방식, 병렬 I/O 방식의 3 가
지 알고리즘들을 포함하는 MC-SAMtools (Multi-Core 

SAMtools) 제안하였다. 내부적으로 멀티코어를 이용
한 병렬 정렬 및 병렬 I/O 와 파일 I/O 입출력 최소화
의 기법을 적용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들에 의해 
SAMtools 의 성능은 최대 3.89 배 향상되었으며, 단일 
시스템만을 이용하여도 시간상으로는 12 시간 이상 
걸리던 작업이 3 시간 남짓으로 줄었다. 구체적인 성
능 향상 결과는 ‘3. 결과’절에 제시되었다.  

 
2. 알고리즘 

Original SAMtools의 일반적인 SAM 파일 처리 방식에
서는 SAMtools view 와 SAMtools sort 를 파이프라인 
시켜서 SAM 포맷의 데이터를 입력 받아서 정렬된 
BAM 데이터 파일을 출력시킨다. 물론 하나의 SAM 
데이터 파일만 처리한다면 이것으로 SAMtools 의 첫 
번째 역할(SAM 데이터 파일로부터 BAM 데이터 파
일 생성)은 끝이 난다. 하지만, 차세대 시퀀싱(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통해 생성된, 예를 들어, 30 
depth 이상의 전장 유전체(whole genome)데이터는 다
수 개의 샘플라인에서 생성된 다수 개의 데이터 파일
로 구성되어 있고 alignment 후에 생성되는 SAM 데이

터 파일도 다수 개가 된다. 즉, 이들 각 파일들에 대
해 SAMtools view|sort 후에도 여러 개의 BAM 파일 
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이 파일들에서 하나의 정
렬된 BAM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SAMtools merge 를 
추가로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MC-SAMtools 에 적용된 첫 번

째 알고리즘인 Multi-threading(sort) 방식에서는 
view|sort 구간중에서 sort 를 수행할 때 멀티코어 CPU 
를 이용한 다중 쓰레딩(multi-threading) 방식을 적용하
였다. n 개의 멀티코어를 이용하는 경우 메인 메모리
를 n 부분으로 분할하여 각 코어가 자신의 할당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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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데이터에 대해서 부분 정렬을 수행한다. 이 때, 파
일 I/O 와 정렬 작업을 중첩시키기 위해 분할 영역에 
데이터가 채워질 때마다 곧바로 해당 코어(core) 가 
정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부분 정렬된 결과들
은 해당 코어들에 의해 대용량 저장장치(예, HDD) 에 
기록된다.  
각 샘플라인의 데이터 파일 전체가 메인 메모리에 

올려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메인 메모리에
서 수용 가능한 만큼 읽어서 (멀티코어에 의해) 정렬
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파일 전체를 처리한다.   

MC-SAMtools 에 적용된 두 번째 알고리즘은 view-
sort-merge Integration(통합) 방식이다. 이 알고리즘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view-sort-merge 를 수행하는 동안 
임시 결과 파일들에 대한 파일 I/O 가 전체 성능의 병
목구간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임시 결과 파일들에 
대한 I/O 를 최소화하는 것이 Integration 방식의 목적
이다.  
임시 결과 파일들이 생성되는 주요 원인은 i) 각 

샘플라인의 파일의 데이터들이 한번에 메인 메모리에 
적재되지 않아서 해당 파일의 데이터들을 여러 번에 
나누어 임시 부분정렬 결과 파일들을 생성하는 경우, 
ii) 각 샘플라인의 파일들이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에 
정렬 작업 후에 병합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이다. i)의 
경우는 한번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 파일의 크기가 메
인 메모리 용량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피할 수 없
는 과정이다. 하지만, ii)의 경우는 정렬과 병합 사이의 
임시 결과 파일들에 대한 I/O 를 제거할 수 있다. 왜
냐하면 (view-sort-merge 작업의) 최종 목적이 각 샘플
라인으로부터 얻어진 다수의 SAM 파일로부터 하나의 
정렬된 BAM 파일 을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샘
플라인의 파일들에 대해 정렬과 각 샘플라인의 정렬 
결과들에 대한 병합 작업을 통합하면 분리로 인한 임
시 결과 파일들의 생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각 샘플라인의 해당 데이터 
파일을 처리할 때 (메모리 용량 제한으로 인해 분할 
처리된) 부분 정렬 결과에 대한 BAM 파일 을 생성하
고, 각 샘플라인별로 부분 정렬 BAM 파일들로부터의 
병합 정렬된 BAM 파일 을 생성하지 않는다. 대신, 
모든 샘플라인의 부분 정렬된 BAM 파일 들로부터 
바로 전체 병합 작업을 수행하여 최종의 정렬된 
BAM 파일 을 생성한다. 즉, 이 과정을 통해 각 샘플
라인의 병합 정렬된 BAM 파일 을 생성하고 이 파일
들을 읽어 들이는 파일 I/O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세 번째 알고리즘은 병렬 I/O

방식이다. 앞서도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파일 I/O 가 
SAMtools view|sort|merge 의 주요 병목구간이다. 따라
서 이 문제를 병렬 파일 I/O 를 통해서 수행시간을 단
축 시키는 것이 이 방식의 주요 기술이다. 이 방식의 
적용을 위해서는 최종 결과 BAM 파일 에 한가지 변
형이 필요하다. 기존의 BAM 파일은 염색체

(chromosome) 1, 2, 3, …, 22, X, Y, M(mitochondria), 
unmapped 의 순서로 모든 염색체 에 대한 read 
alignment 결과들이 하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다. 그
런데, 병렬 I/O 방식에서는 염색체 별로 분리된 파일

에 각각 기록한다. 각 염색체 별로 분리된 (정렬된) 
BAM 파일은 down-stream 분석에서도 염색체 별로 분
리하여 처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는 제한이다.  
병렬 I/O 방식의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SAM 

파일의 데이터들에 대해 염색체 별 분류를 수행한다. 
이 때, 당연히 메인 메모리에서 수용 가능한 만큼의 
데이터를 적재한다. 2) 각 염색체 별로 분류된 데이터 
집합에 대해 정렬을 수행한다.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수행이므로 멀티코어 에 의한 병렬 정
렬이 가능하다. 이 때 m' 개의 멀티코어 에 의해 수
행할 수 있다. 3) 각 염색체 별로 부분 정렬된 결과에 
대한 임시 BAM 파일 을 생성하여 기록한다. 이 때에
도 멀티코어를 이용하여 병렬로 기록한다. 일반적으
로 처리해야 할 전체 데이터의 크기가 메인 메모리에
서 수용 가능한 크기를 초과하기 때문에 1)~3)의 과
정이 반복되어 처리된다. 4) ‘3)’에서 생성된 임시 
BAM 파일 들을 병합 하여 각 염색체 별로 병합 정
렬된 BAM 파일 을 생성한다. 각 염색체 별로 분리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코어 를 이용하여 처리
가 가능하며 I/O 역시 병렬로 처리한다.  이 때 l’ 
개의 멀티코어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Integration 방식 및 병렬 I/O 방식은 내부적으로 
Multi-threading 방식을 포함하여 구현되어 있다. 그리
고, 병렬 I/O 방식에는 Integra-tion 방식의 처리와 유
사한 방법으로 파일 I/O 를 최소화하였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들에 대해 설
명하였다. 다음 절에서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3. 실험 결과 

성능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총 8 개 코어 (최대 16 개
의 논리(logical) 코어) 를 가진 2.67GHz 의 Intel Xeon 
CPU, 48GB의 DDR3 RAM, 1.8TB SATA3 HDD로 구성
된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사용된 데이터 집합은 차세
대 시퀀싱으로 생성된 전장 유전체 데이터이며 30 배
수의 depth 로 생성되었다. 총 7 개의 샘플라인에 대해 
Paired-end 로 sampling 되어 총 14 개의 파일로 구성되
어 있다. BWA [3]를 통해 read 들에 대한 alignment 를 
수행하여 생성된 7 개의 SAM (포맷의) 파일이 생성되
었다. 7 개의 SAM 파일은 최대 60GB 에서 최소 
42GB 의 크기를 가지며 총 371GB 의 크기를 가진다. 
이 SAM 파일들을 SAMtools 의 입력으로 제공하였다.  

Integration 방식 및 병렬 IO 방식에서는 7 개의 
SAM 파일을 동시에 제공하면 view|sort|merge 의 과정
이 통합되어 처리 된다.  
동일한 처리를 위해, original 방식과 Multi-threading 

방식에서는 7 개의 각 SAM 파일들에 대해 SAMtools
의 view와 sort를 파이프라인 시켜서(즉, samtools view 
| sort 로) 처리한 후, 각각의 출력으로 나온 7 개의 정
렬된 BAM 파일들을 SAMtools 병합 를 통해 병합하
여 1개의 병합 정렬된 BAM 파일을 생성하였다.  
표 1 에 각 방식들의 실행 시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행의 ‘Run-time’은 7 개의 SAM 파일을 입
력하여 1 개의 정렬된 BAM 파일을 얻기 위해 전체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오리지널 방식과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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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ding 방식은 ‘view-sort’ 와 ‘merge’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수행 정보를 3 행과 4 행에 표
시하였다.   

 
<표 1> 수행시간 비교 

 

(hours) Original Multi-
threading Integration Parallel 

I/O 
run-time 12.68 10.81 7.41 3.26 
view-sort 8.2 6.4   
merge 4.5   

 
수행 시간으로 보면 Original 방식은 12 시간 이상

이 소요된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들은 각
각 약 11시간, 약 7 시간, 약 3시간으로 점점 더 향상
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얻어진 Original 방식 대비 수행시간

의 속도향상(speed-up) 비율(ratio)는 그림 1 에 보여지
고 있다. Multi-threading 방식의 속도향상 은 1.17 배로 
그쳤다. 실제 멀티코어 이용이 적용된 구간인 ‘view-
sort’ 구간만 고려하더라도 1.29 배의 속도향상 밖에 
얻을 수 없었다.  

 

 
(그림 1) 속도향상 결과 비교 

 
시스템 자원 모니터로 확인해본 결과 총 16 개의 

논리 코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2 개와 3 
개 사이의 코어 만이 동시에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병렬 수행 구간이 순차 수행 구간에 비해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실행 특성을 
가지는 이유는 병렬 수행 구간(‘ sort’ )에서 처리될 
데이터가 순차수행을 통해 입력되기 때문이다. 즉, 모
든 코어들이 병렬로 실행될 만한 데이터가 동시에 공
급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서는 데이터
의 입력을 기다리는 상태로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
라, 각 코어 들에 의해 부분 정렬된 데이터에 대한 (1
차) 병합 정렬 및 결과 파일 출력이 수행되어야 하는
데 이 역시 순차 수행을 통해 실행되어 병렬 수행 구
간이 줄어드는데 기여하여 결론적으로 충분한 속도향
상을 얻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 Integration 방식은 Original 에 비해 1.71 

배의 속도향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 Multi-threading 방
식에 비해 0.44 배의 추가 속도향상을 얻은 것이다. 

단순히 단계 통합을 통해 1 번의 입출력만을 제거하
여 얻은 결과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시간적으로 5 시
간 이상의 향상을 얻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마지막으로 Parallel I/O 방식은 Original 방식에 비해 

3.89 배의 속도향상을 보여주었다. 시간면에서 살펴보
았을 때 12 시간 이상 걸리던 작업을 3 시간 남짓으로 
줄였다. 이 정도는 심리적으로도 체감할 수 있을 정
도의 향상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병렬 
I/O 를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병렬 I/O 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의미는 가능한 모든 코어 즉, 16
개의 코어 를 모두 사용했다는 뜻은 아니다. 병렬 I/O
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부분인 정렬 및 임시 정렬 데
이터 저장에서 6 개의 코어를 사용하고, 두 번째 부분
인 임시 정렬 데이터 읽기 및 병합 결과 저장 부분에
서는 10 개의 코어를 사용하였다. 각 부분에서의 코어 
개수는 여러(trade-off) 실험을 통해 최소의 실행시간을 
제공하는 수로 결정되었다.  
실제 실험에서 투입 코어 수 대비 성능향상의 폭의 

둔화가 첫 번째 부분에서 4 개, 두 번째 부분에서 6 
개 보다 많이 사용했을 때 1 차로 나타나긴 했지만, 
충분한 수의 코어 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는 (6, 10) 조합으로 결정하였다. 코어 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경우 (4, 6) 조합으로 사용해도 만
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6, 10) 조합보다 큰 수의 멀티코어 들을 사용할 때,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이유는 처리장치의 속도 한계
라기보다 I/O 의 대역폭의 한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workstation 의 대용량 저정장치
(HDD)는 다중 접근(랜덤 접근)의 속도가 직렬 접근의 
속도에 비해 처리속도 저하가 발생하는데 병렬 I/O 
의 경우는 다중 접근이기 때문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MC-SAMtools 의 3 가지 알고리즘 
중에서 Integration 방식에서의 입출력 최소화와 
Parallel I/O 방식에서의 I/O 병렬 처리가 눈에 띄는 성
능 향상을 제공해 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해 SAMtools 에서 I/O 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
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으며, I/O 의 최적화, 특히 멀
티코어 를 이용한 I/O 최적화가 성능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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