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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전유전체의 비교를 통하여 인간 특이적인 유전자를 밝혀 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접한 유전
자간의 관계를 종간 전유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Browser[11],[10],[8],[7],[2] 들을 통하여 biologist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브라우저, 또는 연구를 통하여 유전자간의 관계를 전유전
체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원인이 되는 DNA 재배열과 RetroElement 의 삽입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유전체의 45% 를 차지하고 있는 RetroElement 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
에서는 전 Genome 상에 존재하는 Retro Element 데이터 즉, ERV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Browser 를 제
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Browser 는 어떠한 환경에도 작동하는 Component Ware 형태로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RetroScope 부르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Component
Ware 인 RetroScope 는 인간과 다른 종들간의 유전체내에 많은 유전자와 더불어 많은 Copy 를 차지하는
RetroElement 의 인자만을 특정화 시켜서 보여주며, 각 염색체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에 대하여 비교
분석도 가능하도록 제공 하고 있다. 또한 각 개체에서 어떤 패턴으로 Retro Element 가 존재하는지 또한
하나의 염색체 존재하는 Retro Element 를 다중적으로도 볼수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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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전유전체의 비교를 통하여 인간 특이적인 유전자를 밝혀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유전체들을 비교하고,

특이적인 유전자의 특징을 밝혀내는 일에 큰 몫을 하는 것이 바로 Genome Browser 이다. 이러한 Genome
Browser 는 개인 적인 연구, 또는 한 단체에서의 연구에서 쓰이나 공개된 Browser 도 많은 실정이다. 우리는 이렇
게 공개된 Browser 를 통하여 인접한 유전자간의 관계를 종간 전유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Browser
를 통해 사용자 또는 biologist 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된 Browser 를 통하여 우리는 생물정보학
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Browser, 또는 연구를 통하여 제공되는 유전자간의 관계를 전
유전체적으로 알수 있으나, 이러한 원인이 되는 DNA 재배열과 retroelement 의 삽입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원인이 되는 것중 하나인 RetroElement 에 대하여 시각화를 제공하며 분석하고
자 한다. 다양한 유전자들이 진화상에서 DNA 재배열에 의해서 gene family 를 형성하거나, 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재배열의 가장 큰 요인은 염기서열을 유사성을 가진부분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유전체 전반에 산재해
있고, 염기서열의 유사성이 높은 레트로 엘리먼트와의 위치규명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곳에
서의 경계선은 레트로엘리먼트의 비중이 높다고 알려져있다. 이렇듯 우리는 레트로 엘리먼트와의 위치 규명이
필요한 실정에 임하여 각 염색체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들을 시각화 하고자한다. 본 논문에서 제공되는 RetroScope 는 각 종족, 염색체 마다 존재하는 RetroElement Data 들을 보여주며, 사용자 및 biologist 들의 쉬운
비교 분석을 위하여 Comparative 시각화도 제공하며 있으며, 각 염색체 존재하는 Retro Element Data 들에
한하여 Exon, Intron 과의 Overlapped 되는 부분도 시각화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
해서는 단락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다음단락에서는 RetroScope 의 전체적인 System Structure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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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논문에서 제시한 RetroScope 의 전체적인 구조. 사용자는 PHP 기반으로 구성된
Brower 에서 UI 를 통하여 시각화를 제공받는다.

2

System Structure

본 단락에서는 RetroScope 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을 소개한다. 본 단락에서 소개할
RetroScope 는 유전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Genome Browser 이다. RetrpScope 에서 제공되는 시각화는 유전
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각화를 제공하는데, 본 논문의 시스템에서는 RetroElement 데이터를 DataBase 로 구축
하여, RetroScope 에서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 컴퓨터와의 엑서스를 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시각화
를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RetroScope 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Component Ware 를 기반으로 구
성되어 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Component ware 환경은
JAVA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JAVA 언어의 플랫폼 독립적 특성때문에 다양한 시스템 환경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JAVA 는 좋은 언어가 된다. 플랫폼 기반의 환경은 Component Ware 환경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있어서 웹상에서의 서비스를 위하여 JAVA 언어의 Component 중 하나인 Applet 으로 시각화를 제공하기로 하
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RetroScope 를 사용하는 사용자 및 biologist 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본 시스템은 편
리한 UI 를 제공한다. 브라우저에서 제공되는 UI 는 PHP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PHP 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DataBase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일반적인 웹 기능을 지원하는 다양한 내장 라이브러리, 호환성
이 강한 언어이다. PHP 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RetroScope 는 PHP 에서 제공되는 Database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RetroElement 데이터로 구성된 Database 와의 엑서스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추출한다. 그림 ??, 본 논
문에서 제시한 RetroScope 의 전체적인 데이트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자. RetroScope 는 사용자에게 편리한 UI
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편리한 UI 를 통하여 보고싶은 데이터를 선택하거나 또한 전체적인 시각화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용자에게 전체적인 또는 선택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시각화의 제공은 JAVA 언어로 구성한다.
사용자의 선택적인 또는 부분적인 데이터 추출은 PHP 에서 제공되는 UI 를 통하여 사용자의 명령에 따른 정보
에 따라서 질의문을 형성한다. 형성된 질의문을 통하여 유전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Database 의 질의를
통하여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JAVA 언어를 통하여 시각화를 제공한다. PHP 에서 지원하는 Database 인터페이
스를 사용하면 쉽고 간편한 질의문을 형성과 Database 질의문을 전송하여 쉽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본 단락에서는 RetroScope 의 전반적인 시스템 구조와 제공되는 UI 그리고 시각화를 구성하는 언어에 대하
여 알아보았다. 다음 단락에서는 RetroScope 에서 제공되는 시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3

User Interface
본 단락에서는 RetroScope 에서 제공되는 UI 와 제공되는 시각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

겠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RetroScope 는 기본적으로 각 종족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에 대하여 각 염색체에
대하여 시각화를 Comparative 하게 제공 하고 있다. 브라우저의 창을 반으로 나뉘어서 같은 정보를 두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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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본 논문에서 제시한 RetroScope 의 전체적인 모습이다. 데이터 간의 비교를 위하여
Comparative 한 시각화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좀더 다양한 시각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화를 제공 하고 있다. 각 염색체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에 대해서 3 개 미만의 RetroElement 를 선택하
여서 해당 데이터들을 중첩시켜서 보여주며, 또한 Exon & Intron 영역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들을 조사, 그
리고 영역안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를 보여준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RetroScope 에서 제공되는 시각화는
다음과 같다.
– 각 종족, 염색체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에 대해서 Comparative 한 시각화 제공
– 각 종족, 염색체에 존재하는 Exon & Intron 영역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시각화 제공
– 각 종족, 염색체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에 대하여 중첩된 시각화 제공.
위와 같은 시각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RetroScope 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Comparative 한 시각
화는 2 이 되겠다. 상반부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메뉴가 보이며, 그림 3 와 같은, RetroScope 에서 제공되는
메뉴도 볼 수 있다. 아래에 존재하는 테이블안의 빨간색 선이 염색체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검은색 선이
RetroElement 가 존재하는 영역을 표현하고 있다. 테이블 안에 존재하는 detail 버튼이 그림 6 에 존재하는 좌측
그림와 같은 창을 제공하여, 각 종족, 염색체에 존재하는 Exon & Intron 영역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들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여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버튼을 활성화 하여, 그림 6 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
한다. 그림 6 에 나타는 A 는 기본적은 Exon & Intron 영역안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들을 시각화 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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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etroScope 의 메뉴이다. 1 번은 데이터 시각화를 할 경우 절대적인 크기 또는 패널 사
이즈에 크기를 맞출수 있는 Option 박스를 보여준다. 2 번은 Score 사이즈에 따라서 데이터를
추스려 낼수 있는 기능이다. 3 번은 각 염색체 존재하는 RetroElement 의 데이터들을 중첩시켜
볼 수 있는 기능이다. 그림 4 이에 해당하는 메뉴이며, 그림 5 은 이에 따른 결과물이다. 4 번은
해당 염색체, 해당 종족에 존재하고 있는 Exon 영역에 RetroElement 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필
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며, 그림 7 해당한다.

며, B 는 Exon & Intron 영역의 시작 점에서 0.5, 1.0, 2.0, 3.0K 앞에 존재하는 즉, Promoter 영역 안에 존재 또
는 Promoter 에서 Exon & Intron 에 걸쳐서 나타나는 RetroElement 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B 에 나타나는
것중 초록색 영역이 Promoter 를 나타내고 있다. RetroScope 에서 제공되는 중첩된 시각화는 각 종족, 염색체에
나타는 RetroElement 들을 한번에 중첩된 시각화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의 결과물은 그림 5 에 해당한다. 그림 5
에 보이는 테이블들은 염색체에 나타나는 데이터들의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테이블들은 각 RetroElement 들의
이름,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나타나고 있는 종족, 염색체를 보여주고 있다. 하단부에 보이는 시각화가 바로 중첩
된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각 데이터들 명칭에 따라서 다른 색깔, 다른 포지션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본 서비스는 너무 많은 데이터에 대하여 중첩된 데이터를 제공하면 가독성이 떨어질 것을 고
려하여서 3 개 미만으로 제한을 두었다. 본 단락에서는 RetroScope 에서 제공되는 시각화 서비스에 대하여 소개
되었다. RetroScope 에서는 기본적으로 Comparative 한 비교를 위해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였고, RetroElement
가 Exon & Intron 영역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회 및 시각화를 제공하였다. 또한 RetroElement 에 대한 중첩된
시각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하였다.

4

Conclusion & Future Work
최근 전유전체의 비교를 통하여 인간 특이적인 유전자를 밝혀 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접한 유전자간의

관계를 종간 전유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Browser 를 통하여 biologist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우
리는 이러한 브라우저, 또는 연구를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원인이 되는 DNA 재배열과 RetroElement 의 삽입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RetroElement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툴인 RetroScope 를 제안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였던 RetroScope 는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Component Ware 을 기반으로 구성
되었다. Component Ware 환경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RetroScope
는 Compoenent Ware 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JAVA 언어로 구성하였다. JAVA 언어의 플랫폼 독립적 특성때
문에 다양한 시스템 환경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제작에는 JAVA 는 좋은 언어가 된다. 브라우저에서 서비스, 그리
고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Database 와의 통신 및 데이터 엑세스는 PHP 로 구성되었다. PHP 는 뛰어난 성능,
그리고 다양한 Database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를 지원하며, 브라우저에서의 사용자에게 UI 도 제공할 수 있다.
RetroElement 의 유전체 데이터는 My-SQL 을 통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환경을 바탕으로
RetroScope 는 브라우저상에서 사용자의 선택적인 사항에 따른 데이터를 엑세스 하여 JAVA 언어로 시각화를
구성한다. 제공되는 시각화는 기본적인 RetroElement 를 Comparative 한 환경으로 제공하며, Exon & Intron
영역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 영역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들에 대하여 중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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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본 그림은 각 염색체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를 3 개 미만으로 선택하여 중첩된 시
각화를 제공할 수 있는 메뉴를 보여주고 있다. A 에 해당하는 Submit 버튼을 활성화 할경우
해당 종족, 염색체를 기반으로 하여 존재하는 RetroElement 들이 테이블에 제공된다. 제공된
RetroElement 데이터 들을 체크 박스를 통하여 B 에 있는 View 버튼을 활성화 할경우 그림 5
와 같은 결과물이 나온다.

시각화를 제공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제공된 RetroScope 는 RetroElement 에 대하여 브라우저를 구성하고 시
각화를 제공하였다. RetroElement 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화를 제공하였다. RetroScope 의 향후과제로써는 Exon
& Intron 영역에 위치하는 RetroElement 들에 대하여 LOD 시각화를 제공하고, 중첩된 RetroElement 들에 대
하여 유사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유사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Alignment 을 통하여 유사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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