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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보고서는 RetroScope 의 사용방법 및 RetroScope 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어떠한 Genomic Data 를 제
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재 많은 Genomic Browser [10], [1], [8], [7], [14], [12] 가 제공되고 있다.
Retroscope 는 역시 Genome Browser 이다. 다른 Browser 와 동일하게 Genomic Data 에 시각화를 제공
하고, 특이점 또는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RetroScope 는 Retro Element 에 대한 시각화를 제공하고
있다. RetroElement 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고, 검색, 그리고 Exon & Intron 위치 분석이 가능하다.
RetroElement 는 전 유전체의 45% 를 차지하고 있다. RetroScope 는 전 Genome 상에 존재하는 Retro
Element 데이터 즉, ERV(Endogenous Retro Viruses)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Browser 이다. RetroScope
는 ComponentWare 기반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환경에서 시각화를 제공한다. 본 보고서는
RetroScope 에서 제공되는 시각화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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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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간의 관계를 전 유전체적으로 알수 있으나, 이러한 원인이 되는 DNA 재배열과 retroelement 의 삽입에 대해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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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
체 전반에 산재해 있고, 염기서열의 유사성이 높은 레트로 엘리먼트와의 위치규명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곳에 서의 경계선은 레트로엘리먼트의 비중이 높다고 알려져있다. 이렇듯 우리는 레트로 엘리먼
트와의 위치 규명이 필요한 실정에 임하여 각 염색체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들을 시각화 하고자한다. 전 보
고서에서는 RetroScope 의 구성 및 제공되는 시각화에 대하여 논의한 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RetroScope
의 사용의 향상성을 위하여 제공되는 UI 와 시각화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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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 Visualization

본 단락에서는 전 보고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던 UI 와 제공되는 시각화가 부엇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RetroScope 에서 기본적으로 1 처럼 비교 분석이 가능한 시각화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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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시각화는 창을 2 개로 분할하여 사용자에게 비교 분석이 쉽도록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옵션은 종, 염색체, RetroElement Name 을 개별적 으로 변경하여서 비교 분석이 되도록 제공된다. 그림 6 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시각화는 각 염색체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와 각 염색체 Detail 버튼을
활성화 하여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6 에 보면 사용자가 선택한 종, 염색체 과 RetroElement
를 시각화해준다. 빨간색은 염색체를 뜻하며, 검은 수직 실선은 Retro Element 을 뜻한다.

그림 1. RetroScope 에서 제공되는 기본 화면이다. 기본적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프레임
을 나누었다. 사용자는 서로 각기 다른 종, 염색체 그리고 RetroElement 를 선택하여 비교 분
석이 가능하다. 각 염색체마다 제공되는 Detail 는 각 종에 존재하는 Exon 또는 Intron 위치에
RetroElement 가 존재할 경우 그것에 대한 시각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3 은 Human, 11 번
염색체에 HERV1 LTR 이 Human, 11 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Exon 또는 Intron 좌표에 RetroElement 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꼭 RetroElement 위치가 Intron 위치 좌표 안에 포함
되는 것이 아닌, 기존의 크기에서 0.5K, 1K, 2K, 3K 의 앞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들도 보여
주고 있다.

앞서 설명한 RetroScope 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시각화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시각화 및 사용자에 제공되는
UI 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RetroScope 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림 2 과 같이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메뉴는 총 4 가
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 에 보이는 1 번 메뉴 1.Display Scale 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시각화 즉, 그림 6 에
서 염색체의 크기를 제공되는 테이블의 크기에 맞추는 것 zooming 옵션, 그리고 각각의 염색체의 크기에 맞게
시각화를 제공하는 것 absolute scale 에 해당한다. 2 번 메뉴는 2.Score Filter 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시각화
에서 Score 값을 Filtering 을 통하여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정보만을 볼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Filtering
통하여 사용자는 좀더 면밀한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을것이다. 3 번 메뉴 ViewOvelapped RetroElement 는 각
염색체 동시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를 중첩된 시각화를 제공하여 염색체에 분포되어 있는 RetroElement 를
중첩적으로 볼수가 있다. 염색체 존재하는 RetroElement 들을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선택하여서 시각화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 번 메뉴인 3.View Overlapped RetroElements 그림 9 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각 염색체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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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비교 분석을 제외하고 선택할 수 있는 메뉴이다. 1.Display
Sclale 은 염색체의 크기를 전부 동일한 사이즈로 보여주는 zooming 모드와 absolute 모드가
있다. 2.Score Filter 는 Retro Element 의 Score 크기를 Filtering 하기 위한 메뉴이다. 3.View
Overlapped RetroElement 는 RetroElement 를 Overlapped 으로 시각화를 제공하여 각 염색
체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들의 분포도를 알수가 있다. 4.Search For RetroElement In Exon
& Intron 는 RetroElemenet 가 Intron 또는 Exon 에 존재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검색 시스템
이다. Gene 또는 Retro Element Name 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RetroElements 을 선택하여 시각화를 제공한 결과이다. 각 염색체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을 시각화에 어려
움을 없애기 위하여 각 RetroElement 들을 다른 색깔로 구분지어 제공하였다. 제공되는 창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보도 제공되어있다. 이런 중첩된 RetroElement 들을 선택하는 부분은 그림 10 에 해당한다. 해당 조건에 따른
선택을 통하여 제공되는 RetroElement 들을 선택하여 View 버튼을 통하여 그림 9 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
다. 난해한 정보를 피하기 위하여 선택할수 RetroElement 의 갯수는 3 개로 조정하였다. 4 번 메뉴인 Search For
RetroElements In Exon & Intron 은 RetroElements 위치가 Intron & Exon 위치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색을 통하여 알아 볼수 있도록 제공한 서비스이다. 4 번 메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화면은 그림 7 에 해
당한다. 사용자는 옵션값으로 기본적으로 Gene 또는 RetroElements 로 검색할 수 있다. Gene 으로 검색할 경우
사용자는 종, Gene Name 과 부가적으로 Intron 앞영역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RetroElements 에 대하여 Range
위치 값도 부가적으로 할당할 수가 있다.

그림 3. 그림 1 에서 보이는 Detail 버튼을 클릭 했을때 나타나는 정보 창이다. Human, 염색체
11 번, HERV41 LTR 이 존재하는 Exon & Intron 를 찾아준다. 또한 단일 위치가 아닌 Intron
의 시작지점에서 0K, 1K, 2K, 3K 앞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의 위치 좌표도 보여주고있다.
각각의 위치마다 개별로 버튼을 제공하여 시각화를 제공한다. 그림 4 의 경우 Intron 좌표앞에
3K 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를 보여주는것이며, 그림 5 의 경우는 기존의 Intron 좌표안에 존
재하는 RetroElement 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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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GeneName 을 선택하더라도 선택한 Gene 에 대하여 내포하고 다른 위치 값을 가지고 있는 Gene 또한
존재하여서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선택할수도 있다. 사용자가 옵션값을 모두 선택한 뒤 활성화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할 경우 그림 8 와 같은 결과 값을 가지게 된다. 해당하는 결과 값은 사용자가 선택한 옵션값에 해당하는
모든 결과값을 다 출력해주고 추가적인 정보는 테이블로 보여준뒤, 해당하는 정보 하나하나에 버튼을 활성화하
여서 시각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종에 따른 염색체 존재하는 RetroElements 의 종류는
여러가지 이므로 이메 해당하는 정보를 전부 제공하여 준다. 여기서 테이블에 존재하는 버튼을 통하여 결과값을
시각화 할 경우 그림 4,5 와 같은 시각화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림 4. 그림 3 에서 보이는 3K 에 View 버튼을 클릭했을시 제공되는 시각화이다. 기본적인 정
보는 테이블에 제공되며, 빨간선은 Intron 을 뜻하며, 빨간선위에 존재하는 파란점은 Exon 좌표
를 뜻한다. 초록색은 Intron 좌표에서 3K 만큼에 대한 시각화를 나타낸것이다. 초록색선 앞에
존재하는 회색 수직선이 RetroElement 에 해당한다.

그림 5 은 그림 6 에서 보이는 Detail 에서 제공되는 정보 창이다. 테이블에서는 기본적으로 RetroElement
정보를 테이블로 제공하며, Gene 에 대한 정보도 테이블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5 에서는 RetroElement 가 속하
는 Intron 의 정보가 2 개 인 것이다. 빨간색 바는 Intron 을 뜻하며, 빨간색 위에 존재하는 빨간색 점들은 Exon
정보를 나타낸다. 중간에 보이는 회색선이 RetroElement 가 위치하고 있는 좌표를 보여주고있다. 그림 5 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기본적인 Intron 위치 안에 RetrtoElement 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림 4 은 그림 6 에서 보이는 Detail 에서 제공되는 정보 창중 하나이다. 그림 5 에서 보이는 버튼중 0.5K,
1K, 2K, 3K 에서 제공되는 창이다. 현재 보이는 그림 4 에서는 3K 버튼에서 제공되는 창이다. Intron 위치에
존재하지 않고 Intron 의 시작 위치에서 3K 안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를 찾는 것이다. 시각화에 보이는 초
록색 바가 3K 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정보는 그림 5 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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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림 4 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Intron 좌표에 안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에 대한 시
각화를 제공하고 있다.

3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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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입
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리하여 전 보고서에서는 RetroElement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툴인 RetroScope 를
제안 하였다. 전 보고서에서 제안한 RetroScope 는 Component Ware 방식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 보고서에서 미비하였던 RetroScope 의 UI 그리고 사용법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 RetroScope 에서는 기본적으로 RetroElement 에 대한 비교 분석을 제공하였고, 각각 염색체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들에 대하여 Exon & Intron 위치에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여 시각화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시각화를 통하여 Biologist 들은 Intron & Exon 정보와 위치하고 있는 RetroElement 들을 알아내어, 자신
의 연구에 맞도록 이용될 것이다. 또한 각종, 염색체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들에 대하여 중첩적인 시각화를
제공하였다. 중첩적인 시각화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로 각기 다른색, 다른 위치를 통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시각화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시각화를 통하여 각종, 염색체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들의 분포 위치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Exon & Intron 위치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들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좀더 편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서비스를 통해 나오는 결과 값에서는 바로 시각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
를 도모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Exon & Intron 위치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에 대한 시각화에 대하여 단계적
시각화를 제공함으로써 좀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 염색체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들에 대한 정보 값을 출력할 수 있거니와 해당 DNA Sequencing 도 제공하였으면 한다.본 보고
서에서 제공한 RetroScope 를 통하여 RetroElement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좀더 생물학적인 방면에
많은 기여가 되었음을 바라는 바이다.

참고 문헌
1. Ewan Birney, T. Daniel Andrews, Paul Bevan, Mario Caccamo, Yuan Chen, Laura Clarke, Guy Coates, James
Cuff, Val Curwen, Tim Cutts, Thomas Down, Eduardo Eyras, Xose M. Fernandez-Suarez, Paul Gane, Brian GibCopyright © Graphics Application Lab. Pusan National University

REP - BIO - 004, JULY 2009

6

그림 6. RetroScope 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시각화이다. 선택된 종, 그리고 RetroElement 가
존재하는 영역을 각 염색체마다 보여주고 있다. 빨간색이 염새체의 크기를 뜻하고, 검은 수직
바가 염색체 존재하는 RetroElement 를 뜻한다.

bins, James Gilbert, Martin Hammond, Hans-Rudolf Hotz, Vivek Iyer, Kerstin Jekosch, Andreas Kahari, Arek
Kasprzyk, Damian Keefe, Stephen Keenan, Heikki Lehvaslaiho, Graham McVicker, Craig Melsopp, Patrick Meidl,
Emmanuel Mongin, Roger Pettett, Simon Potter, Glenn Proctor, Mark Rae, Steve Searle, Guy Slater, Damian
Smedley, James Smith, Will Spooner, Arne Stabenau, James Stalker, Roy Storey, Abel Ureta-Vidal, K. Cara Woodwark, Graham Cameron, Richard Durbin, Anthony Cox, Tim Hubbard, and Michele Clamp, An Overview of Ensembl, Genome research 14 (2004), 925–928.
2. Kushal Chakrabarti and Lior Pachter, Visualization of Multiple Genome Annotations and Alignments With the
K-BROWSER, Genome research 14 (2004), 716–720.
3. Andrew B. Conley, Jittima Piriyapongsa, and I. King Jordan, Retroviral promoters in the human genome, Bioinformatics 24 (2008), 1563–1567.
4. Robert D. Finn, James W. Stalker, David K. Jackson, Eugene Kulesha, Jody Clements, and Roger Pettett, ProServer, Bioinformatics 23 (2007), 1568–1570.
5. Jeffrey Heer, Stuart K. Card, and James A. Landay, prefuse: a toolkit for interactive information visualization,
CHI ’05: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New York, NY, USA),
ACM, 2005, pp. 421–430.
6. Gregg A. Helt, Suzanna Lewis, Ann E. Loraine, and Gerald M. Rubin, BioViews: Java-Based Tools for Genomic
Data visualization, Genome research 8 (1998), 291–305.
7. Ela Hunt and Neil Hanlon, SyntenyVista, NordiCHI ’04: Proceedings of the third Nordic conference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New York, NY, USA), ACM, 2004, pp. 455–456.
Copyright © Graphics Application Lab. Pusan National University

REP - BIO - 004, JULY 20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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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그림 7 에서 제공된 검색시스템에서 나온 결과를 보여준다. 조건에 만족하는 모든 결
과를 보여주며 해당 결과에서는 버튼 활성화하여서 시각화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9. RetroScope 에서 제공되는 메뉴중 3 번째의 메뉴에 해당하는 RetroElement 데이터를
중첩시켜 보여줌으로써, 해당 종, 염색체에 존재하는 RetroElement 들의 분포도를 알 수가 있
다. 그림 10 에 보이는 체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RetroElement 들을 택일한후 View 버튼을 통하
여 해당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다. RetroElement 들의 선택은 너무 많은 정보를 출력할 경우
정보의 혼란을 야기시킬수 있으므로 3 가지 이상은 선택할 수 없으며, 3 가지의 RetroElement
들은 다른 색깔 다른 위치 값으로 출력하여 사용자의 가독성을 돕는다.

Copyright © Graphics Application Lab. Pusan National University

REP - BIO - 004, JULY 2009

9

그림 10. 그림 9 에 보이는 시각화를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의 옵션값을 선택할수 있는 창이다.
사용자는 종, 염색체 또는 Filtering 통하여 정보를 걸러내여 제공되는 RetroElement 중 3 가지
를 택일할 수 있으며, 선택된 정보로 하여 View 버튼을 통해서 시각화를 그림 9 와 같이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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