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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명체는 여러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생명체의 분포지역에 따라 생물 종 특성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생명체에 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그 생명체의 종 정보, 지역과 생태정

보를 련 생물다양성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며,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 자 서열정보와 단백질 구조

정보는 Genbank, PDB 등의 유 자/단백질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고 있다. 한 그 생명체에 한 

학술  내용이 수록된 학술 논문까지 별도로 검색해야만 그 생물체에 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려면 하나의 생명체를 검색할 때, 생명체의 종 정보, 치 정보,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 자 정보, 그리고 논문정보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생명체를 검색할 때 종 정보뿐만 아니라 GIS를 이용한 치정보와 생명체를 구성

하는 유 자 정보를 연계하고 그 생명체에 한 논문 정보까지 검색 가능한 생명정보 연계검색 인터

페이스를 설계하 다.

1. 서론

  생물다양성은 육상생태계, 해양과 기타 수생생태계와 이

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

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종간  생태계의 다양성을 

말하며[1] 종 자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태계 혹은 유

자의 다양성과 그들 사이이의 변이성까지도 포함한다. 이

런 복잡한 정보를 검색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첫째, 

생물다양성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분포에서

부터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염색체 서열정보까지의 생물

체에 한 반 인 정보를 확인하고 둘째, 생물체의 상세

정보뿐만 아니라 GIS를 이용한 생물분포정보를 시각 으

로 보여주고, 셋째, 그 생물체에 한 학술 문헌까지 검색 

가능한 생명정보 연계검색 시스템을 설계하 다.

2.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조 분석

2.1 유 체(genome) 일 형식

  gene(유 자) + some(항체)의 합성어인 유 체란 동물

의 핵속에 들어있는 유 자 체를 말한다. 주로 유 자 

지도 작성, 돌연변이동물(형질 환동물, 유 자제거동물, 

화학  돌연변이 동물, 자연돌연변이동물)의 생산  분

석, 질병유 자  특수형질과 련한 원인 유 자규명, 

분자표지인자(DNA marker) 개발연구 등을 포함한 정보

를 말한다. 표 인 유 자 데이터베이스인 GenBank의 

기본 인 일 형식은 다음과 같다. 각 엔트리와 코드는 

아스키 형태로 자세한 유 자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코드는 표  형식을 따라 작성되었다.

❶ LOCUS       XELSRCC2                 115 bp    mRNA    linear   VRT 
28-APR-1993❷ DEFINITION  X.laevis Rous sarcoma virus transforming protein mRNA, 3' 
end.❸ ACCESSION   M30860
   VERSION     M30860.1  GI:214812❹ KEYWORDS    transforming protein.
   SEGMENT     2 of 2

❺ SOURCE      Xenopus laevis (African clawed frog)
    ORGANISM  Xenopus laevis

            Eukaryota; Metazoa; Chordata; Craniata; Vertebrata; 
Euteleostomi;
            Amphibia; Batrachia; Anura; Mesobatrachia; Pipoidea; 
Pipidae;
            Xenopodinae; Xenopus; Xenopus.❻ REFERENCE   1  (bases 1 to 115)

     AUTHORS   Steele,R.E.
     TITLE       Two divergent cellular src genes are expressed in Xenopus 
laevis
     JOURNAL   Nucleic Acids Res. 13 (5), 1747-1761 (1985)
     MEDLINE    85215578
     PUBMED    2987836

❼ COMMENT     Original source text: X.laevis (female) erythrocyte, cDNA to 
mRNA.❽ FEATURES        Location/Qualifiers
     source          1..115
                     /organism="Xenopus laevis"
                     /mol_type="mRNA"
                     /db_xref="taxon:8355"
     CDS<1..69
                     /note="transforming protein (src)"
                     /codon_start=1
                     /protein_id="AAA49965.1"
                     /db_xref="GI:214815"
                     /translation="LQAFLEDYFTATEPQYQPGDNL"❾ ORIGIN      Undetermined number of bp after segment 1.
        1 ctgcaggcgt tcctggagga ctattttaca gctaccgaac cgcagtacca 
gcctggggac
       61 aacctttagg cttcgctcat aatcaagaga catgtatagg actcttagga aacag
//

(그림 1) GenBank 렛 일

2.2 KBIF 스키마 형식

  GBIF는 1999년에 OECD 인 에 의하여 설립된 생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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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정보에 한 범세계 인 네트워크이며 설립 목 은 

생물다양성의 보 과 이용, 공평한 공유이다. 지구상의 생

물종 다양성 정보는 지역 인 데이터베이스에 분산되어 

효과 인 검색이 어려웠으나, 학명을 기 으로  세계 각

지에서 서식하는 생물종에 한 목록을 작성하여 메타데

이터(DarwinCore, ABCD)와 로토콜(DiGIR, BioCASE)

을 이용하여 세계 각국에서 활용 가능 하도록 웹기반 서

비스(http://www.gbif.org)를 제공하고 있다[2].

  GBIF 네트워크는 크게 GBIF 포탈, 국가거 노드

(Participant Node), 데이터 노드(Data Node)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KISTI가 국가거 노드 역할을 수행하

며 KBIF(Korean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 생물다양성 실시간 미러(http://kr.kirror.gbif.org)를 

개설하여 운 . 리하고 있다[4]. 다음은 GBIF 메타데이

터 표 으로 사용하고 있는 DarwinCore 스키마 형식이다.

<표 1> DarwinCore 데이터 항목

DateLastModified 최종갱신일 MonthCollected 수집월

InstitutionCode 기 코드 DayCollected 수집일

CollectionCode 소장코드 JulianDay 율리우스력

CatalogNumber 목록번호 TimeOfDay 수집시간

ScientificName 학명 ContinentOcean 육상, 해상

BasisOfRecord 개체단 Country 국가

Kingdom 계 StateProvince 도

Phylum 문 County 시

Class 강 Locality 지역명

Order 목 Longitude 경도

Family 과 Latitude 도

Genus 속 CoordinatePrecision 좌표정 도

species 종 BoundingBox 좌표범

Subspecies 아종 MinimumElevation 최 고도

ScientificNameAuthor 명명자 MaximumElevation 최고고도

IdentifiedBy 동정자 MinimumDepth 최 깊이

YearIdentified 동정년 MaximumDepth 최 깊이

MonthIdentified 동정월 Sex 성별

DayIdentified 동정일 PreparationType 조직표본유형

TypeStatus 학명유형 IndividualCount 개체수

CollectorNumber 수집번호 PreviousCatalogNumber 이 목록번호

FieldNumber 수집지역번호 RelationshipType 계유형

Collector 수집자 RelatedCatalogItem 련목록항목

YearCollected 수집년 Notes 주석

3. 생명정보 연계검색 인터페이스 설계

3.1 연계시스템 구조 설계

  연계 시스템 구조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4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서로 다른 스키마를 

통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검색 가능하게 하

는 방식인 Federated database 방식을 사용하 다.  각각

의 DB 사이에 메타데이터 추출기와 처리기를 두어 한 데

이터베이스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연계질의가 달될 

경우 XML로 구성된 메타데이터는 달받은 질의어를 질

의 생성기를 통해 각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라미터를 

생성하게 된다. 이 게 만들어진 질의는 각 DB에 달되

어 검색을 실행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정보검색 

결과는 다시 웹 라우 로 달된다. 

(그림 2) 연계검색시스템 구조

  웹 라우 에서는 생물의 명칭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생물의 치정보와 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을 통한 생

물의 특징  생명정보시스템을 통한 유 체 서열정보 데

이터와 단백체 서열정보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며 이 정보

들은 서로 연계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의 정보를 같은 

라우 에서 볼 수 있도록 설계하 다.

3.2 정보검색 인터페이스 설계

  사용자가 생명체에 한 검색을 하면, 검색한 결과의 목

록, 그 생명체에 한 생물학  특성과 분포도, 그 생명체

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유 체 정보, 련 논문들을 찾

아볼 수 있도록 기존 인터페이스를 참고하여 새로운 인터

페이스를 설계하 다.

3.2.1 과학기술정보포털시스템

  본 검색 시스템은 KISTI에서 운 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보포털서비스(yesKISTI)이며 (그림 3)은 “인삼”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내용들을 논문정보, 분석/동향정보, 사실/

바이오정보 등 종류별로 결과를 보여주는 기존 화면이다. 

(그림 3) 기존 yesKISTI 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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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

  인삼에 한 상세한 내용을 보여주는 생물다양성 데이

터베이스 에서 민속식물 데이터베이스를 연계 검색하도

록 설계된 이터페이스를 동하여 생물의 생물학  특징과 

서식처나 성분에 한 내용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다시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생물의 분포도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삼이 갖고 있는 성분과 DNA염기서열, 염

색체를 이용하여, 생명정보시스템의 유 정보를 검색 가능

하도록 하 다.

3.2.3 지리정보시스템

  생물다양성정보에서 분포정보를 선택했을 경우,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삼에 한 치 좌표를 불러 와

서 google-earth를 통해 사용자에게 우리나라 인삼의 분

포정보를 보여 다. 지역에 분포된 개체에 마우스를 가져

다 놓으면 그 인삼에 한 정보와 함께 그 지역의 지리  

환경을 간단한 내용을 보여주게 되고, 선택을 할 경우 생

물다양성정보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인삼에 한 이미지와 

종명 등 상세한 정보를 보여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4) google-earth를 이용한 생물분포 정보검색

3.2.4 생명정보시스템

  (그림 5)는 생물다양성시스템에서 달된 생물종의 학명

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된 유 체 서열정보에 한 결과화

면을 설계한 것이다.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정보를 달 받

아 유 체의 Accession 정보나 구조에 한 상세한 정보

를 볼 수 있도록 하 다. 생명정보시스템에서 검색된 내용

을 통해서 유 자 정보의 메타데이터를 이용해 다시 과학

기술정보포털시스템이나 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으로의 연

계 검색이 가능하도록 양방향 인터페이스를 설계하 다.

(그림 5) 염기서열정보 검색화면

3.2.5 논문정보시스템

  생명정보시스템에서 과학기술정보포털시스템의 논문검

색을 연계하여 검색한 논문의 PDF 일을 보여  수 있

도록 설계하 다. 유 체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는 

논문 정보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과학기술정보포털시스

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논문을 연계하여 사용자들에게 논

문의 간략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 으며, 한 사용자들은 

논문을 자신의 PC에 다운로드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

다.

4. 결론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는 생명체를 검색하고 그 생명체가 분포하

고 있는 치정보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 자 정보

를 연계하여 서열정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련논

문까지 검색할 수 있는 생명정보 연계검색시스템 설계에 

하여 기술하 다. 서로 다른 정보를 하나로 모으기 해

서 이들을 연결해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추출을 한 

데이터 추출기와 데이터 처리기를 구성하고 이들 간의 데

이터 신뢰성을 검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바이오 

련 연구자들은 생물의 구성 유 자를 찾고 다른 데이터베

이스에서 유 자의 구조와 서열정보를 검색해야 하는 번

거로움이 해결될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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