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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게놈 데이터의 지속 인 증가로 인해 생물정보학에서 유 체 정보를 체계 으로 장하고 열람하는 

효과 이고 효율 인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은 요한 일이다. 잘 알려진 게놈 정보의 계층  구조처럼 

우리는 게놈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기 한 우수한 툴도 필요하다. 게놈 연구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는 

유 체 정보는 무 거 해서 표 인 정보 처리를 이용하는 간단한 툴로는 작업하기 어려운 이다. 

를 들어 특정 게놈 데이터 크기는 100메가 바이트를 넘는다. 추가 으로 유 자, promoters, 

retro-elements(HERV), operons, exon-introns와 같은 많은 게놈 요소들이 있다. 통 으로 생물학자

들은 게놈 연구를 해 툴을 아무거나 사용하지 않고, 보통 그들의 연구에 좋은 툴을 채택하려 노력했

다. 게놈 연구에서 기본 이고 주시할만한 단계는 다른 종과 유 체 요소를 비교하기 해 치를 인

식할 수 있도록 하나의 화면에 모든 게놈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생물학자에게 툴의 개발은 많

은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를 겪기 쉬운 일이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체 게놈  어떤 게놈 요소를 

시각화하는 컴포 트 웨어의 셋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실험을 목 으로 생물학자를 만나서 우리의 셋

을 이용하여 컴포 트를 조합하여 소 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비교  간단한 작업이다. 이 실험에서 우

리는 HERV와 연동되는 게놈 요소를 보여주는 툴을 어떻게 우리의 컴포 트 웨어를 간단히 조합하여 

구축하는지를 보여주겠다.

Browser 특징 참고

K-Browser 비교 분석, 세부 정보 시각화 [1]

Prefuse 정보에 한 동  처리 가능 [2]

VisGenome 비교 분석, 사용자 편의 GUI [3]

Appolo annotation 가시화 [4]

GATA 랫폼 독립 , 비교분석 가능 [5]

ECRBrowser 웹 기반, genome alingment [6]

Artemis annotation 가시화, 정보 분석 [7]

Phylo human, mouse alignment 제공 [8]

GGB DB 와 web 기반 라우  제공 [9]

표 1 : Genome Browser의 

1. 서론

   인간 게놈 로젝트의 성공은 지속 인 성장된 게놈 

정보를 입증한다. 그것들은 두 가지로 나  수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유 자과 같은 유 체 요소의 기본 인 물리 

정보이다. 게놈 정보의  다른 단계는 유 자 는 증가

(감소)와 같은 게놈 요소의 사이에서 서로 연결되는 정보, 

유 자들 끼리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표 한다. 본 논문에

서는 첫 번째 단계의 문제 에 하여 을 둔다. 좋은 

시각화는 지놈에 숨겨진 흥미로운 특성을 밝 내기 해

서 요하다. 잘 알려진 도구 그리고 방법들은 일반 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해 개발되었으나 생물학  연구의 

유 자 특성을 가시화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것

들은 일반 인 데이터 그리고 유 체학 데이터의 가시화

하기 한 두 가지 다른 것들이 있다. 첫 번째, 한 모니터

그림 1 : 본 시스템의 체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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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hervname score start end qsize identity chr starand hstart hend span

HU HERV-Fc1 4338 1 4619 4629 97.2 7 - 63933061 63937625 4565

HU HERV-Fc1 4306 9 4629 4629 96.7 2 - 83955044 83959645 4602

HU HERV-Fc1 4171 1 4629 4629 95.5 Y - 18912636 18917211 4576

HU HERV-Fc1 4177 1 4487 4629 96.8 7 - 152737382 152741825 4444

HU HERV-Fc1 4177 1 4629 4629 95.5 Y + 18231346 18235920 4575

HU HERV-Fc1 3773 1 4629 4629 96 11 + 8906579 5915735 9157

HU HERV-Fc1 154 1364 1769 4629 73.8 X + 96985190 96985517 328

HU HERV-Fc1 35 572 698 4629 63.8 5 - 76216587 76216713 127

HU HERV-Fc1 32 4551 4587 4629 94.6 6_cox - 4466651 4466689 39

HU HERV-Fc1 23 4195 4246 4629 80.8 1 + 36574320 36574371 52

표 2 : 본 시스템에서 제안한 컴포 트 웨어에 용될 데이터를 가지고있는 테이블의 구조도이다. 본 논문에서 실험 

데이터 로 용된 HERV 테이블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에 유 체학 데이터를 표 하기에는 무나 방 한 데이

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해결하기 한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표 1 은 재 제공 되고 있는 라우

의 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는 효율 이고 효과 이며 

신뢰성 있는 유 체학 시각화 시스템의 로토 타입을 구

축하기 한 컴포 트 웨어의 형태를 갖춘 시스템을 제안

한다.

2.Co m po n e n t War e  시스템 구성

그림 2 :  본 논문에서 제안한 Component Ware의 클래스 

구조도  데이터/제어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본 단락에서는 Component Ware의 주요 클래스에 해

서 설명하겠다. 그림 2는  본 시스템에서 제안한 컴포 트 

웨어의 기 구성도. HERV Display가 바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가독성 있는 시각화를 제공한 부분이다. HERV 

Display에 존재하는 검은 실선들이 큰 데이터에 존재하는 

특정 값들이다. 그림 2 에 보이는 Chr은 크로모좀 값를 

나타내고 있으며 HERV Display는 각 크로모좀에 존재하

는 HERV 들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 Size(bp)는 해당하

는 크로모좀의 사이즈를 나타내고 있다. 재 HERV 값은 

Human에  HERV-Fc2값을 나타내고 있다.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독성 있는 가시화 도구를 개발할 수 있게 되

었다. Component Ware 시스템의 주요 클래스는 크게 클

라이언트 측과 서버 측으로 구분된다. 클라이언트 측은 사

용자에게 가독성 있는 가시화를 제공하기 하여 사용자

의 편의를 도모하는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한다. 클라이

언트측은 사용자에게 우리가 한 에 볼수 없는 즉, 가독

성이 떨어지는 방 한 양의 데이터를 가독성 있게 가시화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한 사용자의 선택에 의한 선택

인 쿼리 한 가능하다. 서버측은 크게 두 부분을 나뉜다. 

쿼리 결과값 처리  DBMS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부분으

로 나뉜다. 쿼리 결과값 처리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쿼

리문 장  쿼리문 장 그리고 결과값 장  결과값 

송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DBMS와 통신을 담당하는 부

분은 해당 서버측 과의 연동  속으로 나뉜다.

3. Co m po n e n t War e 의 주요 클래스

3-1. Que r y Man age r  클래스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쿼리 명령에 따라 서버의 Query 

Agent 클래스와 연동하여 검색결과를 송한 후, 결과 값

을 넘겨 받아 Query Result에게 이 결과를 송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이 클래스의 주요기능은 서버상태 확인과 서

버와 TCP/IP 속이다.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쿼리는 해

당 역에 존재하는 특정한 구간들이 가지는 치 정보 

값들의 갯수  시작, 끝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다. 

3-2. Que r y R e s ult 클래스

 Query Manager에 실행에 의해 서버의 Query Agent에

서 보내오는 결과는 Query Result에 장된다. 이  단락

에서 보 던 Query Manager의 실행에 의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쿼리 결과를 Query Agent로 송하고 

Query Agent에서는 그에 따른 결과 값은 Query Result로 

장된다. Query Agent에서 송되어 지는 결과 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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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사용자는 오직 컴포 트 웨어의 유  인터페이스 사용법만 알고 있으면, 우리의 시스템이 데

이터베이스와 연동 사용자에게는 결과 값을 제공한다. 

는 가독성있는 가시화를 한 치 값들 그리고 해당 요

소들의 특정 정보 값들이 함께 쿼리의 결과로 송된다. 

3-3. H e V Is  Dis play 클래스

 HeVIS Diaplay 클래스는  단락에서 선보 던 Query 

Result 클래스에 장된 특정한 정보 값들을 출력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한 로 그림 1에는 Quert Result에 장

되어 있는 특정한 정보 값들을 보여 주고 있는 결과물이

다. 그림 1에 보이는 테이블 값들  HERV Display가 바

로 가독성 있게 가시화를 제공한 것이다. 가로로 제공되는 

바가 한 에 보기 힘든 값을 가지고 있는 체의 구간이

며 그 간에 검은 색 실선들이 바로 Query Result에 가지

고 있는 치 정보 값들이다. 

3-4. H e V Is SubDis play 클래스 

  단락에서 설명하 던 HeVIS Diaplay에서 선보이는 

Query Result에 장된 특정 정보 값들을 출력 시 가독성  

있는 시각화를 용 시켜  수 있도록 해주는 클래스이다. 

본 단락에서 제시하는 클래스는 Query Result에 장되어 

있는 장되어 있는 특정한 정보 값들 보여주고, 해당 

역에 존재하는 값들의 정보 값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사용자의 이벤트를 담당해주는 클래스는 HeVIsEvent 클

래스로서 사용자가 이행하는 이벤트를 효과 으로 처리하

기 하여, 특정 이벤트에 따르는 정보 값들을 장하고 

해당 하는 이벤트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하여 이 정보

값 들을 해당 사용자가 원하는 것들로 처리하기 하여 

해당하는 클래스들에게 송해 다. 한 단계  시각화를 

이행도  사용자가 특정 부분에 하여 가독성 있는 시각

화를 원하는 부분에 한 정보 값들을 가지고 있는 클래

스는 HeVIsInfo가 담당하고 있다. 

3-5. HeVIs Client 클래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은 Java로 구성되어 있다. 클

라이언트 부분은 Java Applet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Java의 랫폼 독립 인 특성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 환경

을 한 도구 제작으로써는 Java가 좋은 도구이다. 

4.  HERV 시각화를 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컴포 트 웨어의 실험을 하여 

HERV를 용시켰다. HERV(Human Endogenous Retro 

Virus)는 인간 내생 트로바이러스라는 것이다. 이러한 

ERV는 provirus DNA의 형태로서 닭, 쥐 ,소, 말, 원숭이 

등의 거의 모든 동물에 존재하고 있다. 인간의 게놈상에는 

다수의 ERV가 존재하고 있으며 약 8%를 유하고 있다. 

인간 내생 트로바이러스 (HERV)는 인간의  게놈상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인간의 유 체 데이터는 약 100메가

를 넘는다. 이 게 넓게 분포하는 인간의  유 체 데이

터에서 특정 부분 으로 존재하는 내생 트로 바이러스

를 한 에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 제

시한 컴포 트 웨어에 실험에 HERV를 용시키기에 가

장 합하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HERV 데이터는 방

한 양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가 가독성 있는 시각화를 

유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림1 은 HERV 존재하는 하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독성 있는 시각화를 제공한 것이다.

표1 에 보이는 값들은 HERV 데이터들이다. 표1 에 보이

는 여러 값들  hstart,  hend 값이 특정 지역의 시작, 끝 

값이다. species는 종을 나타내고 있으며, hervname은 

종에 존재하는 HERV 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다. 

5.결론

 본 논문에서는 HERV와 연동되는 유 체 요소를 보여주

는 툴을 제작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툴은 넓게 분포

하고 있는 데이터 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즉, 무 방

한 자료를 담고 있는 자료에 한 가시화를 제공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 던 컴포 트 웨어에 실험 데이터로

제31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6권 제1호 (2009. 4)

- 990 -



그림 4 본 논문에서 제안한 컴포 트 웨어의 결과물이다. 가독성있는 가시화를 보고싶은 데이터 값을 선택하여 (A) 

Submit을 통하여 데이터를 송하면 (B ) 와 같은 결과물이 제공된다. (C) 각 종에 존재하는 HERV 데이터 들이다.

HERV를 사용하 다. 실험 데이터로 사용된 HERV는 방

한 양의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포 트 웨

어에서는 가독성 있는 가시화를 제공하 다. 한 본 시스

템은 Java 랫폼 기반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 다. 이 컴포 트 웨어

는 본 논문에서 실험 데이터를 HERV로 사용하 다. 하지

만 앞서말한 실험데이터를 제외하고도 방 한 자료나 가

독성이 떨어지는 가시화를 충분히 사용자의 목 에 맞게 

쉽게 제작하고 좋은 도구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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