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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시 싱 기술의 발 으로 생물 데이터는 폭발 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는 지놈

시 를 지나 특정 환경 내에 존재하는 생물체들의 총체 인 지놈을 다루는 메타지놈 시 에 살고 있다. 
그러나 메타지노믹 데이터의 증가속도에 비해 이를 효율 으로 분석, 검토, 별할 수 있는 이 라인 

형태의 로그램은 무한 실정이다. 한, 기존 로그램은 부분의 련연구자들이 다루기 힘든 리 스 

환경의 커맨드 라인 방식이며 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는 제한과 처리 속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고자 도우 환경의 직 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유기 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메타지노믹 데이터 분석 이 라인을 설계하고 구 하 다.

1. 서론

   Bioinformatics는 생물학(Biology)과 정보학(Informatics)의 

합성어로 여러 가지 생명 상에 한 연구에서 나오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 리, 분석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하는 

새로운 근방식의 IT 융합분야이다. 2003년 휴먼지놈

로젝트는 30억$를 투자하여 13년 동안 진행되었다.[1] 

하지만 재 4세  시 서의 개발로 인해 1,000$ 정도만 

투자하면 단 1일 만에 지놈(Genome)을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 싱 기술의 발 은 최근 특정 환경

단 에 존재하는 모든 종의 유 체 집합(Metagenome)을 

보다 빠르고 쉽게 시 싱하고 분석할 수 있게 만들었다.[2]

   EU 집행 원회는 2,200만 유로를 들여 장내 미생물을 

집 으로 연구하는 “Metagenomics of the Human Intestinal 

Tract” 로젝트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하 다. 이 

연구를 통해 장  세균을 이용하면 어떠한 유 자 돌연

변이 보다도 비만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염증성 

장질환을 효과 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성이 높을

수록 련된 신호를 얻을 가능성은 높아져 지놈의 개인질병 

차이는 0.1%에 불과하지만 메타지놈의 차이는 50%에 

이르기 때문에 메타지놈이 질병진단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다[3].

  이러한 메타지노믹 데이터는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으나 

용량의 데이터가 생산되므로 메타지놈 분야의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컴퓨터를 이용한 분석이다. 부분의 련 분석 

로그램은 일반 연구자들이 다루기 힘든 리 스 환경의 

커맨드 라인 방식이며 그나마 사용하기 쉬운 웹 로그램은 

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는 제한과 처리 속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4]. 한, 이를 효율 으로 분석, 검토, 

별할 수 있는 이 라인 형태의 로그램은 무한 실정

이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정형화

된 일련의 메타지노믹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2. 련연구

   메타지노믹스의 3가지 근 방법으로는 ① 어떤 특정 

기능을 가진 새로운 효소를 메타지노믹 라이 러리에서 

검색하는 방법, ② 계통발생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군집의 

특성을 악한 후 특정 유 자(16S rRNA)를 검색, ③ 체 

메타지놈을 무작 로 규모 샷건 시 싱하여 조립하는 

방법이 있다[5]. 계통분석을 해 16S rRNA 유 자가 

보편 으로 활용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생물에 보편 으로 

분포되어 있고 기능 으로 일정하며 충분히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한 길이를 가지고 있고 동종간에는 

다양성이 거의 없는 반면에 타종간에는 다양성이 나타나서

[6] 메타지노믹 데이터의 분류를 쉽게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메타지놈 분석을 해서는 1차 으로 샘 을 채취하여 

DNA를 시 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그림 1을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시 싱 기술이 발달한 지  

마크로젠과 같은 시 싱 분석 업체에 샘 만 제공하고 

분석을 의뢰하면 렴한 비용으로 1-2일 안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이 듯 련연구 과정에 있어 가장 요시 되고 

어려운 부분은 바로 결과물에 한 분석, 검토, 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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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eneral metagenome sample analysis process

 2.1 련 로그램  

   MEGAN4[7]는 도우 환경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다수의 메타지놈 련 논문에 인용되는 표 인 

분석 로그램이다. 이 로그램은 BLAST[8] 된 메타지노믹 

데이터 샘 의 다양한 Taxonomy 결과 값을 볼 수 있으나 

자동화된 일련의 분석이 가능한 이 라인 형태는 아니며 

연 된 다른 분석을 해서 결과 값을 가공하여 별도의 

로그램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여야 한다. 한 1차 으로 

BLAST 된 결과를 필요로 하며 생성된 Megan file에서 

identity 값을 변경한 다른 결과 값을 바로 확인 할 수 

없으며 Megan file을 재생성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그림 2) NCBI metagenome sample analysis process

  NCBI[3]는 웹 환경에서 사용자가 쉽게 DNA 시 싱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신 생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하지만 그림 2와 같이 메타지노믹 데이터 분석을 

해서는 수동으로 연 된 일련의 작업들(① BLAST 분석, 

② High identity & 16S rRNA selection, ③ GI를 통한 

Taxonomy 번호 검색, ④ Taxonomy Browser로 검색, ⑤ 

메타지노믹 데이터 갯수 만큼 반복, ⑥ 각 결과물들을 통합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한 부분의 메타지노믹 데이터는 

용량, 다수이므로 용량과 갯수의 제한이 있는 오 된 웹 

환경에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NCBI FTP 서비스에서는 

도우 환경에서 로컬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blast+와 

wwwblast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로그램은 커맨드

라인 방식으로 일반 인 생물학자가 사용하기 어려우며  

웹마스터나 로그래머의 기본 지식이 있어야 원활한 세  

 설치가 가능한 로그램도 있어 사용 자체가 쉽지 않다.

 2.2 선행연구의 제한

   메타지놈 샘 만 있으면 해당 DNA 시 싱 데이터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마이닝하는 것은 쉽지 않다.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웹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메타지노믹 분석 로그램은 시스템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 데이터의 업로드 용량과 갯수의 제한, 그리고 분석

속도가 느리며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분석 

로그램은 부분 CUI 환경으로 설치  세 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이다.

3. 메타지노믹 데이터 분석 시스템

(그림 3) Metagenomic data analysis system process

   도우 환경의 직 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자동으로 설치  세 되어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다. MEGAN4와 NCBI 등에서 수동 으로 각 페이지 

이동 는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하여 분석, 가공하던 작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림 3와 같이 통합하 다. BLAST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기 한 formatDB 기능과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Local BLAST를 실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NCBI 웹 BLAST 사용도 가능하다.

(그림 4) Syste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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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EGAS COG DB

   MEGAS Parser에 의해 자동 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Parsing되고 이 라인 검색 엔진은 해당 데이터를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일 으로 분석되므로 써 Taxonomy 

Tree, ClustalW, TreeView, COG Tree 등을 별다른 조작 

과정 없이 일련의 분석 결과를 One-Stop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시스템은 개별 으로 진행되던 

비효율 인 데이터 분석에 비해 연 된 일련의 분석 기능을 

통합하고 이 라인 형태로 구축되어 있어 효율 이고 

유기 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며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활용하므로 써 재사용성과 용량 처리에 용이하도록 설계

되었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메타지노믹 분석 시스템을 구

하기 하여 MEGAS 로컬 데이터베이스는 로그램 

세 을 최소화 하고 연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 기반의 무료 DBMS인 MS Access DB를 사용하 다. 

데이터베이스에는 Taxonomy, GI-Taxonomy Hash, COG 

DB, 사용자 분석 데이터 결과가 장되어 있으며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COG DB의 경우 NCBI FTP 

서버는 그림 5와 같이 ① myva=gb, ② whog, ③ org 등 

여러 개의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로 제공되지만 MEGAS 데이터

베이스는 ④ Cog_db 테이블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그림 6) MEGAS Local formatDB

   formatDB는 FASTA[9] 형식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BLAST에서 사용가능한 DB Format으로 변경하는 작업

으로 기존 CUI에서 실행하던 것을 MEGAS의 GUI 환경을 

이용하면 그림 6과 같이 Local formatDB 창에서 쉽게 실행

할 수 있다.

(그림 7) MEGAS Local BLAST

   그림 6 Local format DB에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그림 7의 Local BLAST에서 메타지놈 샘 의 

DNA 시 싱 데이터를 BLAST(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하여 검색 할 수 있도록 NCBI FTP에서 제공하는 

blast+를 이용하여 GUI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 하

으며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므로 입력데이터의 제한과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게 구 하 다.

(그림 8) MEGAS Taxonomy Pa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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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에서 생성된 결과를 이용하여 그림 8-① Open 

Project에서 선택하여 싱 할 수 있으며 다른 로그램에서 

생성한 BLAST 결과도 그림 8-① New Project에서 Load

하여 싱 할 수 있다. 입력된 데이터는 다른 로그램과 

달리 이 라인 검색 엔진에서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검색하여 연 된 일련의 분석 결과를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결과 값은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어 

싱 차 없이 재확인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그림 8-③ 

컷오  옵션을 변경하여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④~⑨ View 버튼을 클릭하여 메타지노믹 데이터 

샘 의 분석, 검토, 별할 수 있는 Taxonomy Tree, 

ClustalW, TreeView, COG Tree, 16s rRNA Multiple 

Alignment View 등을 볼 수 있다.

4. 결론  향후연구

   <표 1>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구 된 본 시스템은 선행 

시스템 보다 성능  사용자 편의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구 분 NCBI MEGAN4 MEGAS

  Local BLAST △ Ⅹ O

  Off-line Analysis △ △ O

  Analysis Data DB Save Ⅹ Ⅹ O

  Pipeline system Ⅹ Ⅹ O

  Unlimited Input data △ O O

  Taxonomy Tree, COG, 16S rRNA Auto search Ⅹ △ O

  Windows OS : Installation& Setup O O O

  User friendly △ △ O

  Analysis Speed X O △

  Cut-off value △ △ O

  Data Maintenance O O △

<표 1> 성능비교

   용량의 메타지노믹 데이터 분석에 범용 으로 사용되는 

NCBI, MEGAN4와 비교해 보았을 때 부분의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도우 운 체제에서 실행되는 은 동일하지만 

MEGAS가 가지는 특장 으로 오 라인 DB를 활용한 용량 

데이터 분석과 결과물에 한 재활용성과 이 라인 형태로 

구축되어 일련의 분석 작업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한 커맨트 라인으로 명령어를 입력하여 분석

하던 작업을 단순 버튼 클릭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사용자 

친화 인 인터페이스와 직 인 기능을 제공하며 여러 

개로 나 어진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내부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내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써 신규 데이터에 한 업데이트와 

리 이슈가 발생하는 단 이 있지만 오라클처럼 근과 

리가 어려운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한 근과 변경 작업이 쉽도록 부분의 연구자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MS Access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하여 리가 용이하 다. 한 NCBI의 신규 데이터베이스에 

한 근과 활용을 한 링크  BLAST용 formatDB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단 을 보완하 다. 

   본 논문에서 구 된 메타지노믹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일부 기능만 구 한 시스템[10]도 생물학 분야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학술  가치를 가지고 있다.  

MEGAS를 이용하여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용량 메타

지노믹 데이터에 한 분석, 검토, 별을 쉽고 효율 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구 된 MEGAS 로그램은 네이버 닥터박아띠 블로그 

(http://drparksc.bolg.me)에서 "MEGAS" 검색을 통해 로토

타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련된 사용자 가이드도 

업데이트 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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