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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of Web-Based Database for Anisak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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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sakis simplex is one of the parasitic nematodes, and has a complex life cycle in crustaceans, fish,
squid or whale. When people eat under-processed or raw fish, it causes anisakidosis and also plays
a critical role in inducing serious allergic reactions in humans. However, no web-based database on
A. simplex at the level of DNA or protein has been so far reported. In this context, we constructed
a web-based database for Anisakis research. To build up the web-based database for Anisakis re-
search, we proceeded with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sequences of order Ascaridida were down-
loaded and translated into the multifasta format which was stored as database for stand-alone BLAST.
Second, all of the nucleotide and EST sequences were clustered and assembled. And EST sequences
were translated into amino acid sequences for Nuclear Localization Signal prediction. In addition, we
added the vector, E. coli, and repeat sequences into the database to confirm a potential contamination.
The web-based database gave us several advantages. Only data that agrees with the nucleotide se-
quences directly related with the order Ascaridida can be found and retrieved when searching BLAST.
It is also very convenient to confirm contamination when making the cDNA or genomic library from
Anisakis. Furthermore, BLAST results on the Anisakis sequence information can be quickly accessed.
Taken together, the Web-based database on A. simplex will be valuable in developing species specific
PCR markers and in studying SNP in A. simplex-related researches in the future.

Key words : Web-based database, Anisakis, interface, sequence information

*Corresponding author

*Tel：+82-51-990-6424, Fax：+82-51-990-3081

*E-mail : sunnyock@kosin.ac.kr

서 론

Genome project는 세계적으로 총 6,283개가 진행 중 이거나

완성되었다(2009년 12월 09일 기준). 그 중 1,150 개 생물 종에

대한 게놈프로젝트는 이미 완성되어 논문으로 출판되었으며

원생동물에서 3,568 종류, 고세균류에서 111 종류, 그리고 진

핵생물에서 1,253 종류의 genome project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7]. 이와 같이 사람, 마우스, 랫트, 복어 및 많은 미생물

등 게놈프로젝트가 끝난 생물들의 경우에는 게놈정보를 바탕

으로 유전자 및 아미노산 정보가 밝혀져 있어, 연구자들이 분

자생물학적 연구를 수행할 경우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Ensembl, UCSC genome brows-

er 등 전문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매우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6,16,22]. 연구자 층이 두터운 생물군의

경우 VectorBase 및 Plasmodb처럼 컨소시엄 형태로 데이터베

이스가 운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연구자 층이 두텁

지 않은 생물군의 경우에는 개인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용하는 일도 종종 있다. 대표적인 예

로 연체동물서열 데이터베이스, 가시아메바, 동양달팽이 EST

데이터베이스(unpublished) 등이 있다[12,15,19].

본 데이터베이스의 주제인 고래회충(Anisakis simplex)은 고

래, 돌고래, 물개 등의 소화관에 성충이 기생하는 바다포유류

기생충이다. 성충의 분변으로 배출된 충란은 유충으로 성장하

여 중간숙주인 바다갑각류에 먹히게 되고 운반숙주인 해산어

류나 오징어, 한치 등의 두족류에서 제3기 유충으로 성장한다.

사람은 감염된 물고기나 두족류를 날것으로 또는 덜 익혀 섭

취하여 감염된다[10]. 고래회충증(Anisakidosis)은 대부분 우

리나라, 일본 등의 생선회를 즐겨먹는 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국한되어 보고되고 있으며 연구자의 층도 두텁지 않았다

[2,9,11,17]. 그러나 인체 감염된 고래회충 유충은 급성복통을

일으키거나 위장관 계통에 호산구성 육아종을 형성할 뿐 만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져 최근에는

식품 알레르기의 한 원인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기생

충을 이용한 위생가설 관련 및 선천성면역 관련 연구의 중요

대상 기생생물로 재조명을 받고 있으며 EST 연구도 수행되어

진 바 있어 NCBI Genbank를 통해 고래회충 EST 서열을 다운

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4,14,23]. 하지만 현재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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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서열정보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서열의 annotation 정보

및 클론번호 등은 입력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래회충의

연구에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밝혀진 고래회충의 EST 정보 및 근연

카테고리에 속한 생물들의 유전정보만을 모아 단독으로 BLAST

가 가능하고 필요한 유전자의 서열 및 annotation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웹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앞으로 고래회충을 대상으

로 한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서버구축 및 환경설정

사용된 서버는 Intel Server Platform ZSS130 (Samsung)에

Xeon 3.2 GHz cpu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는 Cent OS를 사용하였다. 운영체제 설치 후 Apache,

PHP, Mysql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서버의 설정에서

웹 접속 사용자가 cgi (common gate interface)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설정을 한 후 WebBLAST 패키지를 설치하였다.

BLAST 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NCBI 에 등록되어 있는 회충목(Order Ascaridida) 관련 게

놈정보(미토콘드리아 게놈정보), 유전자서열 정보, 아미노산

서열정보를 taxonomy browser와 연계하여 모두 다운 받은

후, 멀티파스타 형태의 정보로 만든 후 NCBI에서 제공하는

formatdb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BLAST 용 데이터베이스로 만

들었으며 부가적으로 실험 후 데이터 확인 시 필요한 벡터서

열, E. coli 서열, 반복서열 등을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

여, 실험 데이터를 검증할 때 용이하도록 하였다.

SNP 연구의 기초가 될 EST 및 NT core 서열들의 clustering

및 assembly

종내 또는 종간 SNPs 연구를 위하여 NCBI taxonomy

browser를 활용하여 genbank에 등록된 Anisakis EST (총 398

개) 및 NT (총 475 개) 서열들을 다운로드 한 후 vector se-

quence database 와 cross_match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vector

sequence를 제거하였다. 정리된 서열은 BLAST 및 cap3 소프

트웨어를 엔진으로 한 TGICL package (TIGR tools)를 이용하

여 clustering 및 assembly 를 수행하였다[1,8,18].

유전자의 기능을 예측하기 위하여 clusters of orthologous

groups for eukaryotic complete genomes (KOG) 분석을 시행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서열을 KOG 데이터베이스에 lo-

cal BLAST (blastx, E＜e-10) 검색을 통하여 각각의 유전자의

기능을 예측하였으며[21], NLS 영역을 예측하기 위해 EST 및

핵산서열들을 모두 Genscan [3] 및 EMBOSS package [20]의

sixpack을 사용하여 아미노산 서열로 생성한 후 predictNLS

프로그램을 엔진으로 하는 perl script를 활용하여 NLS를 포함

하는 서열들을 추출하였다[5,13].

Web interface 구축

Blast 메뉴에서는 핵산, 아미노산, EST 3개의 소메뉴로 구성

하였다. 회충목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핵산 서열, 아미노산 서

열, EST 서열을 대상으로 각각 BLAST 가 가능하도록 구성하

였으며 query 및 데이터베이스가 허용하는 한 blastp, blastn,

blastx, tblastn, tblastx 모두 수행 가능하도록 하였다. Vector,

E. coli, Repeat 서열을 따로 검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multi

DB 메뉴를 만들어 라이브러리 확인(insert size 측정) 등을 할

때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perl script를 기반으로 한 검색엔

진을 설치하여 Annotation이 되어진 nisakis EST 서열정보를

종 이름, 유전자 이름 및 NCBI accession number 등을 query

로 하여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primer3 등 실험 시

부가적으로 필요한 웹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연구자들이 편

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로컬서버에 다운로드 된 Anisakis의 EST (총 398 개) 및 NT

(총 475 개) 서열들을 vector sequence database와 cross_

match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vector sequence를 제거한 결과

62개의 서열들이 벡터서열 제거 후 100 bp 이하였다. 정리된

811개의 서열은 BLAST 및 cap3 소프트웨어를 엔진으로 한

TGICL package (TIGR tools)를 이용하여 clustering 및 assem-

bly를 수행한 결과 총 90개의 cluster에서 100개의 contig 그리

고 235개의 singleton이 생성되었다. 이러한 clustering결과 및

assembly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웹기반의 인터페이스

를 구축하였다.

Home menu 에서는 전반적인 data processing 방법을 도식

화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clustering res. 메뉴에서는 cluster-

ing 결과에 의해 만들어진 contig의 서열, align 결과, cluster

를 이루는 각 read 의 서열을 웹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contig 서열을 NCBI nr database에 BLASTx로 homology test

한 결과 중 best hit에 해당하는 annotation 및 source (species)

를 바로 볼 수 있으며 전체 BLAST 결과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구성하였다. 또한 결과는 Query ID, Align results, Cluster를

이루는 각 read 의 서열, Annotation, Source (종별) 등으로

sorting 된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도록 하였다(Fig. 1).

Blast 메뉴에서는 핵산, 아미노산, EST 3개의 소메뉴로 구성

하였다. 회충목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핵산 서열, 아미노산 서

열, EST 서열 및 미토콘드리아 게놈(Mitochondrial Genome),

그리고 선충강(Class Nematoda)의 아미노산, 핵산, EST와 고

래회충의 핵산, EST, 아미노산과 A. simplex 미토콘드리아의

게놈, 핵산, 아미노산과 저자 등이 분석한 Anisakis EST를 포

함하여 총 15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BLAST 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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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annotation results by clustering and assembly of nu-

cleotide and EST sequences downloaded through NCBI

taxonomy browser. (A) Contig sequences, (B) Alignment

results, (C) Sequences contained in the contig, (D) Blast

results, (E) Tab menu for sorting

하도록 구축하였다. BLAST는 query 및 데이터베이스의 관계

가 허용하는 한 blastp, blastn, blastx, tblastn, tblastx 프로그램

의 수행이 모두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또한 Vector, E. coli,

Repeat 서열을 따로 검색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multi DB

메뉴를 만들어 라이브러리 확인(삽입체 크기 측정) 등을 할

때 용이하도록 하였다(Fig. 2).

Search 메뉴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축된 cgi와 perl script를

이용한 검색엔진을 달아놓아 유전자 이름, accession number,

종 이름 등을 query로 하여 데이터베이스 내부의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Fig. 3). 또한 웹페이지 자체에

Primer3 엔진을 탑재하여 필요한 서열의 시발체를 데이터베

이스 내부에서 제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2. The screen of searching the BLAST through constructed

database. (A) Selection of blast program, (B) Selection of

blast database, (C) Insertion of query sequences, (D) Start

to search

Fig. 3. Installation of search engine within constructed Anisakis

database. (A) Insertion of keywords, (B) Start to search,

(C) Results of searching

Fig. 4. The interface showing the annotation results of EST

through the BLAST against NCBI nr database con-

structed in the local server. (A) Results of Nuclear

Localization Signal Prediction (NLS) (B) The NCBI link

of annotated genes, (C) KOG results, (D) EST sequences

and total results of blast

NLS 영역을 예측하기 위해 EST 및 핵산 서열들을 모두 아

미노산으로 변환 한 후 predictNLS 프로그램을 엔진으로 하는

perl script를 활용하여 NLS를 포함하는 서열들을 추출한 결과

8개의 서열이 확인되어 Annotated EST 메뉴에 추가하였다.

KOG 데이터베이스에 local BLAST (blastx, E＜e
-10

) 검색을 통

하여 각각의 유전자의 기능을 예측 한 결과 총 388개의 서열

중 262개의 서열에 대해 KOG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모든 결과들 또한 Annotated EST 메뉴에 추가하였다.

본 웹데이터베이스 서버의 구축을 통해 고래회충 및 회충목

의 염기서열과 일치하는 서열을 자체 BLAST를 통해 매우 빠

른 속도로 추출 할 수 있었으며, repeat elements, E. coli, vector

등의 서열들과 동시에 BLAST를 시행할 수 있어 cDNA 또는

genomic DNA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때 라이브러리의 오염,

삽입체의 길이 등의 상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Clustering Res. 인터페이스를 통해 SNPs 발굴이 용이하게 되

었으며 자체 구축된 primer3를 통해 실험용 시발체를 제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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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저자 등이 기 구축한 cDNA library

의 활용을 annotated EST 을 통해 극대화 시킬 수 있어 차후

수행되어질 고래회충 관련 분자생물학적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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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고래회충 연구를 위한 웹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용석․백문기․조용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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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의학대학원 기생충학교실)

본 연구에서는Anisakis 연구를 위하여 웹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리눅스 Cent OS 시스템이 설치된

Xeon 3.2 GHz cpu의 인텔 서버플랫폼 ZSS130 (삼성) 서버에 구축하였다. 운영체제를 설치한 후에 common gate

interface (cgi) 기반의 웹서버(http://www.anisakis.org)를 구축하고 NCBI에서 제공하는 WebBLAST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Anisakis 연구를 위한 웹기반 데이터베이스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축하였다. 우선 회충목에 속하는

각종 서열(염기서열, 아미노산서열, EST 서열, 미토콘드리아 Genome 서열)들을 멀티파스타 형식으로 다운로드

하였다. 다음으로NCBI 에서 제공하는 formatdb 프로그램을 통하여 BLAST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모든 염기서열들과 EST 서열들을 TGICL 프로그램을 통하여 clustering 및 assembing을 하였다. 그리고

NLS (Nuclear Localization Signal) 예측을 위해 EST 서열들은 Genscan 프로그램과 Emboss sixpack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미노산으로 변환하였다. 또한 벡터 서열과 E. coli 서열, 그리고 반복 서열들을 서버에 구축하여 서열들의

오염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웹데이터베이스 서버의 구축을 통해 고래회충 및 회충목의 염기서열과 일치하는

서열을 자체 BLAST 를 통해 매우 빠른 속도로 추출 할 수 있었으며, cDNA나 genomic DNA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때 라이브러리의 상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Clustering Res. 인터페이스를 통해 SNPs 연구 수행

시 매우 쉽게 실험용 시발체를 제작할 수 있으며 기 구축된 cDNA library의 활용을 annotated EST를 통해 극대화

시킬 수 있어 고래회충 관련 분자생물학적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