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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 체는 생명체의 구성에 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정 종을 하나의 유 체로 표 하지

만, 해당 종에 속하는 개체의 염색체는 조 씩 차이가 있어 개체별로 고유의 특성이 나타난다. 바이러

스와 같이 개체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종에서는 종내에서 변이가 심할 수 있다. 종내에서 변이에 따른 

특성을 악하기 해, 각 염기 치별로 염기분포를 찰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는 염기분포의 변화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각 염기 치에서의 분포변화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제

안하고 구  결과를 소개한다.

1. 서론

유 체 연구의 성장에 따라 사람의 복잡한 염기서열 정

보를 빠르게 얻는 일이 가능하다. 염기서열에서 염기 분포

의 변화는 유 자 이상과 련된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거

나 복합질병의 유 자 결함을 찾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차세  염기서열분석(NGS)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용량

의 염기서열을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비용으로 분석할 

수 있다[1]. NGS는 짧은 길이의 시 스 조각인 리드

(read)들을 량으로 생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체 염기 

서열을 밝 낸다. 량의 리드들로부터 같은 염기 치에 

해 다수로 염기 결정을 하게 된다. 염기서열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 시간에 따라 같은 염기서열에 해 염기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악하는 시각화 방법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종인 염색체의 염기 치별 분포 변

화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각화 방법을 제안한다. 각 염기 

치마다 염기 분포를 나타내기 해 바이러스학 등에서 사

용되는 분포에 한 여러 척도의 값을 이용하여 분포의 

변화를 시각화하고 다양한 인간 상호작용기법을 통해 데

이터 표 의 한계 을 보완한다. 한, 사용자로부터 특정 

척도 변화의 특징을 입력받아 해당 척도에서 유사한 특징

을 지닌 염기서열을 추출하는 기능을 통해 분석의 효율을 

높인 시각화 방법을 제안한다.

2. 련 연구

2.1 분포에 한 척도

염기서열에서 염기 분포의 작은 변화가 유 질병의 원

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염기 분포의 변화를 악하는 것

이 요하며 분포의 변화를 자세히 악하기 한 척도로 

8가지를 사용한다[2]. 사용한 척도는 Shannon entropy

( ), Hill numbers(
 , q=1, 2, ∞, -∞), Functional 

Attribute Diversity(FAD), Mutation frequency at the 

entity level(Mfe), Nucleotide diversity(π)이다.  척도들

은 바이러스학 등에서 유 자내에 생긴 많은 돌연변이

의 분산을 나타내는 돌연변이 스펙트럼의 분포를 악하

기 해 연구되었다[3]. 이 8가지 척도를 이용하여 염기서

열에서 염기들의 분포를 악한다. 

2.2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수단을 통해 정보를 효과 으로 달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시각화를 한 수단으로 D3.js[4], 

Google Chart Tools, R을 활용한 로그래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D3.js를 활용하여 제안하는 시각화 방법을 

구 한 모습을 보여 다. D3.js는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가

능  하여 동 인 효과를 주어 효율 이고 다채로운 데이

터 시각화를 구 해 다[5]. 다른 시각화 도구와 달리 그

래 의 기본 형태를 제공하지 않지만 직  그릴 수 있도

록 하여 활용 수 에 따라 폭넓게 구  가능하다.

3. 제안하는 시각화 방법

3.1 시각화 인터페이스 설계

제안하는 시각화 방법의 기본 형태는 [그림 1]과 같은 

 세로 막 형 그래 이며, 스택형 막 그래 라고도 

부른다. 하나의  세로 막 형 그래 는 염기 분포를 

표 하는 8가지 척도  하나의 변화량을 표 한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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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 된 시각화 시스템 그림 3. 시각  효과  특징 추출된 모습

정보는 염기들의 순서를 통해 표 되기 때문에 염기서열

의 순서를 그래 의 X축 상에 나타낸다. 결과 으로 8개

의 척도를 표 하기 해 총 8개의  세로 막 형 그

래 가 필요로 하며 X축을 일치시켜 염기서열에 해 각 

척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 

그림 1. 일반 인  세로 막 형 그래

NGS를 통해 결정된 같은 범 의 여러 염기서열이 추출

된 시간에 따라 염기의 분포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에 을 둔다.  세로 막 형 그래 의 막 에서 

되는 층은 아래층부터 순차 인 값의 변화량을 의미한

다. 즉, 각 염기 치에서 막 의 같은 스택 층은 같은 시

간 의 변화량을 의미하게 된다. 값의 증가  감소를 각

각 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하며 값의 변화가 없다면 어

두운 회색으로 표 한다.

염기서열의 길이로 인해 X축에 모든 염기 치를 표

하지 못하는 한계 과 시각 인 효과로 분석의 효율성을  

해 다양한 인간 상호작용기법을 사용한다. 되는 막

에서 순차 인 값의 변화를 효율 으로 찰하기 해 

마우스 이벤트를 이용해 8가지 척도의 같은 스택 층의 막

를 부각시키고 정렬하여 비교를 돕는다. 한, 염기서열

의 범 를 조 시킬 수 있는 러시기능을 추가하여 염기

서열 표 의 한계 을 보완한다.

체 그래 의 상단부분에 염기 치마다 염기들의 종

류와 수로 표 된 염기서열을 나타내어 분포에 한 척도

와 함께 염기 데이터의 이해를 돕는다.

3.2 시각화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각화의 시스템 구 은 Python

의 웹 임워크인 Django와 시각화 라이 러리인 D3.js

를 이용한다. Django에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에 염기서열 

데이터를 장하고 D3.js의 data함수를 이용해 웹 환경의 

그래픽을 표 하는 SVG(Scalable Vector Graphics)요소와 

결합한다. 한, D3.js의 마우스 이벤트를 활용하여 동 인 

효과를 다.

[그림 2]는 시각화 시스템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D3.js에 불러온 데이터와 결합된 SVG요소들은 데이터에 

따라 값을 표 하며 시간에 따라  막 의 아래층부터 

순차 인 값의 변화량이 표 된다. 순차 인 값의 변화량

을 효율 으로 악하기 해 [그림 3]와 같이 D3.js의 

Mouseover 이벤트를 이용해 8가지 척도의 같은 스택 층

의 막 를 부각시키며 정렬한다. 이러한 시각 인 효과를 

통해 Hill number(q=2), Hill number(q=-∞), FAD를 제외

한 나머지의 척도가 체 으로 증가함을 쉽게 알 수 있

다. [그림 3]에서 다섯 번째에 표 된 염기 치에 해 

Hill number(q=2)는 감소하며 Hill number(q=-∞), FAD

의 값은 변화가 없고 나머지 척도는 모두 증가함을 악

할 수 있다. 한, 이 염기 치에서는 A염기로만 이루어

져 있는 것을 상단 부분에 표 된 염기서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구 된 시각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척

도 값의 증가  감소를 통해 염기의 분포가 다양해졌는

지 그리고 변이 빈도가 어떻게 변화하 는지 쉽게 악할 

수 있다. 

3.3 분포 변화의 특징 추출 기능

염기서열의 염기 치별 비슷한 분포의 변화가 일어나

는 특징을 추출하는 기능을 통해 분석을 돕는다. 사용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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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특정 척도와 조건 값을 입력받아 해당 척도와 그 값

이 조건에 부합하는 염기 치들을 뽑아 정렬한다. [그림 

3]의 빨간색 역은 Hill number(q=∞)의 값의 변화가 0.7

이상인 특징을 갖는 염기 치들을 뽑아 정렬한 모습이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염기 치별 염기 분포가 집 되는 

특징을 악할 수 있다. 한, 염기 분포가 분산되는 염기 

치, 변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염기 치 등 다양한 척

도의 조건 값에 따라 염기서열의 치별 특징을 악할 

수 있다.

4. 결론

NGS를 통해 얻어진 동일종인 염색체의 염기서열에서 

염기 분포의 변화량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각화 방법에 

해 제안하 다. 염기 치별 분포를 악하기 해 바이러

스학 등에서 사용되는 여러 척도를 사용하 고, D3.js를 

이용해 구  결과를 보 다. 한, 다양한 인간 상호작용

기법과 특징 추출 기능을 추가하여 분석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특징 추출에 해서 머신러닝 

기법과 같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더 나

은 분석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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