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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다중서열정렬 알고리즘은 생명정보학 분야에서 서열기반의 계통분류 분석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가장 대표적인 공개 프로그램

은 ClustalW로 사용자가 로컬시스템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자들이 ClustalW을 설치한 후, 서열데이터

의 준비, 가공, 처리 및 타 시스템과 연동 등과 같은 작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중서열정

렬 작업을 편리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웹기반의 고성능 다중서열정렬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의 특징은, (1) 
Inter-Query 라우팅 알고리즘을 통해 다수의 PC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계산 성능을 극대화하였으며, (2) 사용자 편의성

을 고려한 웹인터페이스의 제공을 통해 개인화된 데이터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편집 등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손쉽게 서

열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키워드: 생명정보(Bioinformatics),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다중서열정렬(Multiple Sequence Alignment)

I. 서론

차세대 시퀀싱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실험도구가 출현하면서 

유전체 관련 서열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1]은 가장 

대표적인 유전체 서열데이터베이스인 GenBank의 데이터 증가량

을 보여준다.  서열데이터의 증가량은 현재 1년에 1.5배정도로 증

가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4].  
생명정보학은 이러한 대용량의 서열데이터를 여러 가지 IT 기

술을 적용·분석하여 생명공학자들에게 생물학적 의미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실험 범위를 좁혀서 연구시간 및 비용의 절감 효과를 

주고 있다. 

그림 1. GenBank 데이터베이스 증가추세

Fig. 1. GenBank DB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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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명정보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서열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다. 특히, 특정서열을 기존의 

서열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그 기능(function)을 예측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서열간의 거리를 비교하여 계통분류학적 거리를 계산

하는 알고리즘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서열 검색 프로그램은 

NCBI BLAST[1], 서열간의 분류학적 거리 계산 프로그램은 

ClustalW[2]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생명공학자들이 다중서열정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는, (1)분석하고자 하는 종들을 정하고, 각 종들 간에 비교할 공통

유전자를 선정한 후, (2) 공통유전자 서열을 수집하고, (3)종간의 

공통 유전자 서열에 대하여 그루핑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4)그
루핑된 서열 그룹에 대하여 다중서열정렬을 수행한다. 이러한 일

련의 작업에 있어서 서열데이터 수집 및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처리해야할 작업이 많아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본 논문에서는 생명공학자들이 ClustalW 알고리즘을 웹 기반에

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한다. 본 시스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부 자원으로 PC를 연결한 클러스터를 활용하

여 성능을 극대화한다[3]. Inter-Query 라우팅 알고리즘을 고안하여 

효율을 개선하였다. 둘째, 웹 기반에서 개인화 서비스를 지원한다. 
셋째, 웹 환경에서 생물학자들이 실험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넷째, 처리한 결과들을 다음 분석 도구로 연계할 수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다중서열정렬과 관련 도

구와 서비스들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구조

와 작업 분배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사용자 인

터페이스와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5장에서 

결론을 다룬다. 

II. 관련 연구

생명정보학 분야에서 다중서열 정렬알고리즘은 서열을 기반으

로 계통분류학적 거리를 예측하는데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출현하였다. 가장 대

표적인 프로그램은 ClustalW 이며, 그 이외에 MAFFT[5], 
MUSCLE[6], DCA[7] 등이 있다. 

각 프로그램은 서열분석을 위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

나 약간의 성능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프로

그램들은 최종 사용자인 생명공학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대부분의 경우 소스코드 또는 바이

너리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전산시스템에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생명공학자들은 전산시스템에 세팅하고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

리는 실정이다. 둘째, 웹 기반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

고 있다.  EBI에서 제공하는 MUSCLE의 경우, 웹을 통해 다중서

열정렬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나[6], 하나의 서열 

그룹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

는다. 셋째, 단일 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고성능 처리 서비스 및 분산처리 환경을 지원하지 않는다.

III. 시스템 아키텍처 및 라우팅 알고리즘

3.1 시스템 아키텍처

제안된 시스템은 크게 다음 [그림 2]와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웹 서버, 클러스터 미들웨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로 4 계층구조

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림 2. 시스템 아키텍처

Fig. 2. System Architecture

사용자 인터페이스 계층은 웹으로 구현되었으며, 개인화된 서비스

를 제공한다. 특히 AJAX로 구현되어 하나의 페이지에서 다중서열정

렬 작업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활용하는 컴퓨팅 

자원과 처리 중인 작업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미들웨어에서는 클러스터 자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노드 관리자, 

작업들에 대한 정보와 노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그
리고 작업을 노드에 분산하기 위한 라우터로 구성되어 있다. 다중

서열정렬 작업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다수 노드에 작업을 분배

하는 것이 미들웨어에서의 핵심 기능이다. 3.2 절에서 작업 라우

팅을 위한 핵심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데이터베이스 영역에는 사용자가 처리하기 원하는 서열정보를 

비롯한 사용자 개인정보를 관리한다.

3.2 작업 라우팅 알고리즘 

다중서열정렬 작업은 유전자 그룹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는 

Inter-Query 타입의 알고리즘이 적용된다.  즉 독립적인 작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의 작업을 하나의 컴퓨팅 노드에 분배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노드에 작업을 분배

하는 방식에 따라 성능과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림 3]은 다중서열 정렬을 위해 제안된 Inter-Query 라우팅 알

고리즘이다. 

그림 3. Inter-Query 라우팅 알고리즘

Fig. 3. Inter-Query Rout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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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는 First-in-First-out 방식이며, RSA방식은 작은 문제부터 

처리하는 방식이며, RSD는 큰 문제부터 처리하는 방식이다. RB는 

구현이 간단하며, RSA는 중간결과의 양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RSD
는 최종결과의 처리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안된 시스템

에서는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작업 분배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다. 

IV. 다중서열정렬 서비스 구현 및 평가

4.1 웹 기반 서비스 구현

웹 인터페이스는 크게 모니터링, 프로젝트 생성, 최종결과 확인

의 3가지의 영역이 있다. [그림 4]는 메인 웹 인터페이스로서 로그

인 영역, 프로젝트 리스트 영역, 작업노드 모니터링 영역을 보여준

다. [그림 5]는 다중서열정렬 프로젝트 생성화면으로 파일 업로드 

방식과 설계방식을 지원한다. [그림 6]은 프로젝트내의 작업 처리 

결과를 보여준다. 각 유전자 그룹마다 하나의 결과가 있어 사용자

가 선택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림 4. 서비스 초기화면

Fig. 4. Initial Interface

그림 5. 프로젝트 생성화면

Fig. 5. Project Creation Interface

 

그림 6. 프로젝트 내의 작업처리 결과 

Fig. 6. Project Result List 

4.2 작업 라우팅 알고리즘 평가

여러 개의 다중서열정렬 작업에 대한 분산 작업의 효율을 높이

기 위해 3.2절에서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성능 평가는 

16대의 PC를 활용하여 189개의 유전자 그룹에 대해 수행하였다. 
성능은 응답시간 (Response Time), 성능향상(Speedup), 효율

(Efficiency)의 3가지 측정하였다. 

그림 7. 응답시간 측정 

Fig. 7. Response Time

 

그림 8. 성능향상 측정

Fig. 8. Spe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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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효율측정

Fig. 9. Efficiency 

[그림 7], [그림 8], [그림 9]를 통해 노드 증가에 따라 응답시간

이 비례하여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답시간은 

RSD 알고리즘이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능향상 정도

는 노드의 증가에 따라 비례하여 향상되고 있으며, 효율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응답속도 관점에서는 RSD가 가장 뛰어나고, 초기 처

리결과에 대한 접근은 RSA가 좋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서열정렬작업의 편의성과 성능을 높이기 위

한 웹기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다중서열정렬 작업은 유전체를 

연구하는 생명공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로 기존에는 설

치와 데이터관리 및 처리, 그리고 성능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제안된 시스템은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제공,  고성능 라우

팅기법의 도입, 라우팅 알고리즘의 선택가능 등의 기능을 제공하

므로 사용자 편이성과 분석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향후 연구계

획은 구축된 시스템과 다른 분석시스템간의 연동을 통해 서열분석 

결과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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