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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접하게 됨에 따라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가독성 있게
시각화 하기위한 문제는 최근 중요한 이수가 되오 있다.일반적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는 브라우저의 수평바, 또는 수직바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방대한 양을
가지는 여러 가지의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하기는 아주 힘든 일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에서는 방대한 양
의 데이터, 또는 정보들을 가독성있게 보여주는 Component Software 를 제안한다. 이 방법은 다수의 대
용량들을 동시에 가독성있게 시각화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를 증명하기위해 대용량 데이터에 적합한
실험데이터로써, ’HERV(Human Endogenous retrovirus) 를 사용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독성 있는
Component Software 를 제안하고, ’HERV’ 데이터를 적용하여 성능을 측정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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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ation
우리는 일상 생활에 있어서 많은 것을 보고, 접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스크린, 모니터 등 시각화를 제공하는

것을 통하여 정보, 또는 데이터들을 보고 접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것들을 가독성있게 또는 많은 데이터
양을 비교, 또는분석을 위하여 와이드 모니터 또는 대형 스크린 화면에 해당 하는 정보, 또는 데이터를 시각화하
여 접할 수 있다. 모니터에서 이러한 데이터 및 정보들을 접할 경우, 기본적인 시각화 툴에서 제공하는 수직바,
또는 수평바를 통하여 볼수 있다. 하지만 시각화 툴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로도 충분히 가독성 있는
시각화를 제공하나,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또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동시에 비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가독성있는 제공해주는 Componenet Software 를 제시한
다. 이 다음장에서는 위와 같은 데이터들 즉, 큰 용량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하여 가독성있는
가시화를 제공해주는 Software 에 대하여 조사해보았다.

2

Component Software 의 전체 구조 및 주요 클래스
본단락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Component Software 의 주요 클래스 및 함수들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Component Software 는 Java 로 되어 있으며, 직접적인 데이타 출력 및 가시화를 제공하는
것은 Java Applet 이다. Java 언어의 플랫폼 독립적 특성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Java 를 선택
하였다. 이러한 환경 및 사용자의 고려가 Java 가 좋은 언어가 된다. 데이타 저장 및 Load 는 MySQL 이 담당
하고 있다. 이제 각 중요 클래스와 함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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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그림은 DNA Sequence 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하지만 우측에서부터
정보가 출력되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수가 있다.

2.1

메인 클래스

본 단락에서는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출력과 Interface 을 제공하는 클래스를 설명하고자 한다. 메인 클래스는
Java 언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Java 언어의 Applet 으로 이루어져 있다. Java 의 플랫폼 독립적 특성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Component Software 는 사용자의 다양한 OS 환경에도 무리없이 동작 할수 있다.

2.2

입력 처리 클래스

본 단락에서는 사용자의 입력 담당 및 입력에 대한 쿼리 저장 및 쿼리 결과등을 담당하는 클래스를 설명하고
자 한다. InputInterfacePanel 는 사용자에게 GUI 를 제공하며 GUI 를 통하여 입력을 받는다. 이 입력받은 사항
을 QueryInputManager 에게 전달하여 사용자 선택에 따른 사항들을 쿼리로 바꾸고, 현재 쿼리를 저장한다. 이
쿼리 값을 QueryResultManager 에 전송한다. QueryResultManager 는 이 쿼리 값을 저장시키고, 이 쿼리 명
령에 따라 서버의 ServerAgent 클래스와 연동하여 검색을 시작한다. 검색이 끝나면 검색 결과 값을 넘겨 받아.
QueryResultManager 에게 이 값을 전달한다. ServerAgent 클래스의 주요 기능은 서버상태 확인과 서버와의
접속이며, 접속 방법은 TCP/IP 이다. 본 클래스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용량이 큰 데이터에 나타나는 정보들
을 검색하고 가져오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2. 본 논문에서 제시한 Componenet Software 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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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클래스

본 단락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가독성 높은 시각화를 제공하는 Component Software 에서 직접적인 시
각화를 담당하는 클래스를 설명하고자 한다. VisualizationPanel 클래스는 전 다락에서 앞서 말한 QueryInputManager 클래스에 저장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용량이 큰 데이터에 나타나는 정보들을 검색하고 가져오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 예로 그림 3 에서 보이는 것이 QuryInputManager 클래스에 사용자의 검색에 따른 정보
값을 쿼리로 저장 시켜 그 결과 값을 본 논문에서 제공하는 Component Software 에 적용 시킨 사례이다. 빨
간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쿼리 값에 존재하는 것들 가독성 높은 시각화를
제공한 것이다. 가로의 막대가 전체의 구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검은 실선들이 이 전체의 구간에 나타나는 정
보 값들이다. 녹색 박스의 값이 바로 이 특정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DataInformPanel 은 사용자가
InputInterfacePanel 에서 검색하거나 입력한 정보값 또는 쿼리 결과에서 가독성 높은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제외 하고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출력해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데이터의 크기, 또는 데이터이름등을 가지고
있다. DisplayDataPanel, SubDisplayDataPanel 은 VisualzationPanel 클래스의 보조 역할을 맡고 있다. 이 클
래스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가독성높은 가시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계산작업과 출력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클래스이다.

그림 3. Component Software 의 초기 단계의 그림이다. 빨간색 테두리안의 정보가 가독성높은
시각화를 제공하는 것이고, 녹색 테두리안의 정보가 현재 데이터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Data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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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락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Component Software 의 실험을 적용한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실험에
임하기 앞서 실험 데이터에 대하여 살펴보자.

3.1

HERV

ERV(endogenous retrovirus) 는 RNA 바이러스의 한 유형이다. 유전자로써 RNA 와 이 RNA 를 숙주의 DNA
에 끼워 넣기 위한 역전사효소를 가지고 있으며, 단백질 캡시드는 숙주 세포에서 빠져나올 때 다음 숙주 세포로
침입하기 위한 막단백질을 붙여놓은 외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대개의 레트로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를 죽이지 않
고 이용만 하기 대문에, 면역 체꼐가 바이러스만 인식해서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레트로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된
세포를 없애지 못하므로 대부분 만성 감염으로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혈액 중의 바이러스 숫자는 극히 적지만
감염자체는 계속 진행되는 형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치료를 위해서는 레트로바이러스의 감염 자체를 막는 방법
또는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인간에 감염되는 대표적인 레트포 바이러스는
C 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다. 인간의 genome 상에는 다수의 ERV 가 존재하고 있으며, 약 8% 를 점유하고 있다.
인간 내생레트로바이러스 (HERV) 는 인간의 전 genome 상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시한 Component Software 에 실험데이터로 HERV 를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듯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인간뿐만이 아닌, 다른 종들에 대해서도 ERV 데이터를 적용시켜 보았다. 다음 단
락에서는 HERV 데이터의 저장한 방법과 실험을 적용할 결과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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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가독성 높은 시각화를 제공하는 툴에 HERV 데이터를 적용 시킨
모습.

3.2

HERV 적용

본 단락에서는 앞 단락에서 선보였던 HERV 데이터로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Component Software 의 실험에
적용할 것이다. 실험에 들어가기 앞서 하나의 HERV 데이터로써 실험한 결과를 살펴보자. 그림 ?? 은 하나의
HERV 데이터로써 실험한 결과이다. 테이블 안에 빨간색 테두리 안의 정보 값은 가독성 높은 시각화를 제공하
고 있는 것이고, 녹색 테두리 안의 정보 값은 앞서 말한 가독성 높은 시각화를 제공하려 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독성 높은 시각화를 제공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시각화하며, 비교함으로
써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결과 값을 나타내기 위하여, HERV 데이터를 데이터베이
스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표 ?? 에 보이는 것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HERV 테이블의 구조이다.
DBMS 로써는 MySQL 를 사용하였다.
표 1. HERV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Species

hName

SCORE START END QSIZE IDEN CHRO rand

hStart

hEnd

Span

HU

HERV-FC1

4338

1

4619

4629

97.2%

7

-

6393061

63937625

4565

CH

HERV4 I

2516

936

5797

6339

86.2%

5

+

34789017

34795601

6585

OR

HERV49I

468

4077

4820

6331

88.5%

8

+

177856002 177856921

920

RH

HERV19I

868

1

1171

5586

90.7%

X

+

112233067 112234651 1585

MySQL 에 저장된 HERV 정보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Component Software 에 적용 시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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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에 보이는 빨간색 테두리는 각 데이터들의 크기를 나타내며, 빨간색 테두리는 순차적으로 해당 데이터
들의 정보를 시각화하고 있으며, 파란색 테두리는 가독성 높은 시각화를 제외 하고 나타날 수 있는 정보 값이
다.

그림 5. 많은 데이터를 한 눈에 보여주는 결과물. 녹색, 검정, 빨간 색 테두리 안의 Option 버
튼은 각 종 또는 사용자의 선택적인 선택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빨간색 테두리안의 Submit 버
튼이 시각화를 제공한다.

4

결과 및 추후 과제.
우리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또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정보들을 접하게 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 또는 가

독성이 떨어지는 정보들을 가독성 있게 보기위하여, 다양한 시각화를 제공하는 툴을 제공한다. 하지만 현재 제
공되는 시각화 툴을 사용하더라고 좀 더 다양한 정보와 비교 분석을 필요할 때가 존재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또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정보들에 대하여 가독
성이 높은 시각화를 제공하는 Component Software 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Component Software
는 Java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Java 언어의 플랫폼 독립적 특성 떄문에 다양한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는 특성이
사용자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실험 데이터로써는 ERV 중 하나인 HERV 를 사용하였다. ERV 는 RNA
의 바이러스의 한 유형이며, 인간의 genome 상에는 다수의 ERV 가 넓게 분포 하고 있다. 이러한 HERV 특성이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가독성 높은 시각화를 제공하는 Component Software 의 좋은 예가 되었다. 본 시스템에
HERV 데이터를 적용한 결과 가독성 높은 시각화를 제공함과 동시에 각 데이터 간에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 까지 제공하였다. 본 시스템의 구현으로써 넓게 분포 하고 있는 정보 데이터를 가독성이 높은 시각화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추후 과제로써는 현재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에서 가독성 높은 가시화와 가시화를 제공하는 것을 제
외한 정보를 표시 해주고 있으나, 가독성 높은 가시화의 정보중에 즉, 그림 ??에 존재하는 수직 막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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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본 논문에서 제안한 컴포넌트 웨어의 결과물이다. 가독성있는 가시화를 보고싶은 데
이터 값을 선택하여 (A) Submit 을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면 (B) 와 같은 결과물이 제공된다.
(C) 각 종에 존재하는 HERV 데이터 들이다.

정보 값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함축 시켜 시각화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작은 수직 막대
하나에도 정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작은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값을 제공, 사용자에게 조금 더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본 시스템에서 제공한 가독성 높은 가시화를 제공하는 한편, 사용자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여, 본 시스템에서 제공한 시각화 중 작은 정보까지 좀 더 세밀하게 제공할 수 있다면,
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연구 활동에 좀 더 효과적인 툴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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