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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文 槪 要

최근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야에서는 수많은 유전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산출물로 방대한 양의 유전체 주석정보 데이터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의미 있는 주석정보 데이터들을 연구자들간에 어떻게 명쾌하게
공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주석정보 데이터 관리에 대한 연구들은 관련 연구자들이 계산적인 방법과
실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통합을 수행하는 수준이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아직까지
기술적 문제로 인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체 주석정보의 통합시스템으로는
부족한 면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석정보 데이터들의 공유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산
객체 기술의 계보를 잇는 웹 서비스 기술과 오늘날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야에서 데이터
통합에 관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BioDAS 개념을 응용하여 분산된
주석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버들간의 통합검색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다. 시스템 내에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위해 분산된 서버들로부터 웹 서비스를 통해 유전체 주석정보들을
서비스 받는다. 서비스 받은 데이터 형식은 GFF 형식이며, 이를 데이터베이스 내에
로드하기 위하여 BioPerl 이 정한 GFF 스키마를 사용하였다. 통합검색 시스템은 메타검색
기능을 통해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며 결과 저장 기능 제공을 통해 시스템 확장의
용이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멀티 스레드를 통해 수행처리 시간을 단축하며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외부 사용자에게 웹 서비스를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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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1.1

론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학문인

바이오인포매틱스(Bioinformatics)는

생물학

데이터의 관리와 분석에 컴퓨터학 분야의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자동화, 전산화하는
응용분야이다.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실험 결과와 예측 보고를 다루는 방대한 양의 주석정보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1,2]. 그러나 대부분의 유전체 주석정보 데이터들은 주석정보 데이터 관련 연구자에
의해 제한된 자원들을 가지고서 중앙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이다. 즉, 다수의
주석정보 데이터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방법이 명쾌하게 존재하지
않고 있다[3].
주석정보 데이터의 관리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자들은
계산적인 방법과 실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유전체 서열 데이터의 주석정보들을 통합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유전체 주석 데이터들을 위해 편리한 원스톱 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웹사이트들을
체크하여 주거나 여러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을 FTP 를 통해 다운로드 받거나 혹은 전체
그림을 얻기 위해 메뉴얼하게 통합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들은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제한과 같은 정책상의 문제나 실시간 통합이 용이하지 않은 등의
기술적 문제로 인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체 주석정보의 통합시스템으로
부족한 면을 지니고 있다[4].
그러므로 주석정보 데이터들의 공유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들간의 통합방안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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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객체 기술의 계보를 잇는 웹 서비스(Web Services)기술을 이용한 통합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5].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기술하고 배포하며 실행시킬 수 있는
모듈화된 어플리케이션인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중, 특히 유전체
주석정보 데이터와 관련된 기존 데이터베이스들로부터 통합검색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고자 한다.

1.2

연구 내용
본 논문에서는 분산된 유전체 주석정보 데이터들의 통합을 위한 통합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하나의 사용자가 다수의 서버들로부터 정보들을 통합하는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인 BioDAS(Distributed Sequence Annotation System) 개념을 적용한다. 또한 DAS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유전체 주석정보 관련 서버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웹 서비스
기술을 통해 서비스 받기 위해 OmniGene 프레임웍을 이용한다. BioDAS 는 HTTP 를 통해
사용자가 요청한 주석 처리된 정보를 Sanger Institute 에서 제안한 GFF 형식인 DASGFF
XML 문서로 보여준다[4].
본 논문에서는 BioDAS 의 클라이언트가 되어 웹 서비스 기반으로 서비스 받은
DASGFF 주석정보 데이터를 내용으로 하는 유전체 주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6].
구축한 유전체 주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사용자는 주석정보 데이터의 검색이
가능하다. 만약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가 구축된 로컬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은 외부 주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HTTP 를 통해 웹 서비스
기반으로 요청한 주석정보 데이터를 서비스 받는다. 시스템의 이러한 메타검색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여러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개별적으로 찾는 번거로운
검색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는 차후 웹 서비스 제공 서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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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날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질의에 대해 검색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서버들 사이에 멀티 스레드 기능을 추가, 단일 질의문의 병렬 웹 서비스
검색기능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용자의 요청 혹은 로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외부 주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검색결과로 나온 데이터에 대해 파싱과 같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로드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장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쉽게 통합,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스템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주석정보에 대해 웹 서비스를 통해 외부
사용자에게 공개함으로써 본 논문을 통해 구현한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외부 사용자가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분산 시스템간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신기술인 웹 서비스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웹 서비스 기술과 관련하여 최근 연구 동향에
관해 살펴본다. 또한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야에서 데이터 통합에 관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BioDAS 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3 장에서는 분산된 주석정보 데이터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웹 서비스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한 통합검색 시스템에 대하여 전체
시스템을 소개하고 주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며 설계한 통합검색
시스템의 기능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한다. 4 장에서는 3 장의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구현된 웹 서비스 기반 유전체 주석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의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5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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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기술 및 연구 동향
수많은 유전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산출물인 방대한
양의 유전체 주석정보 데이터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의미 있는 주석정보
데이터들을 연구자들간에 어떻게 명쾌하게 공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산 시스템간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독립적인 분산 컴퓨팅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통합 기법으로 웹 서비스 기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웹 서비스의 최근 연구 동향으로 아파치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API 에서 제
3 세대에 해당하는 Axis(Apache eXtensible Interaction System)에 대해 살펴보고, 웹 서비스
개발을 위한 도구인 IBM 의 WSTK(Web Services ToolKit)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야에서 데이터 통합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인 BioDAS 에 대해 살펴 본다.

웹 서비스 기술

2.1

본 절에서는 웹 서비스 기술에 대한 소개와 그에 대한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웹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개발을 위한 Axis 와 IBM 의 WSTK 에 대해 살펴 본다.

2.1.1

웹 서비스 소개 및 특징

웹 서비스란,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로 다른 객체에 RPC(Remote Procedure Calls)를
수행하는 기술로써 플랫폼 중립적 표준인 HTTP 나 XML 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전체 시스템 구현을 숨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사용자는 서비스의 URL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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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드 호출에 사용될 데이터형은 알아야 하나, 서비스가 어떤 플랫폼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는 웹 서비스 모델이 어느 시스템에서나 존재하는 요소인
역할(role)과 오퍼레이션(operation)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7]. 다음 [그림 2.1]은 일반적인 웹 서비스 모델을 보여준다.

서비스 레지스트리
검색

서비스 소비자

공개

바인드

서비스 제공자

[그림 2.1] 웹 서비스 모델

서비스 레지스트리, 서비스 소비자,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역할은 웹 서비스를
이루는 여러 개체들을 의미하며 검색, 바인드, 공개와 같은 오퍼레이션은 역할이
수행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레지스트리에게 서비스를 공개하고 서비스 소비자는
서비스 레지스트리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검색하며 이때, 서비스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바인드(선택)가 일어난다. 또한 웹 서비스에는 플랫폼 독립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간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세 오퍼레이션에 관한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다.

웹 서비스 기술(description)에 관한 표준안:
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WSDL)

5

WSDL 은 XML 형식을 사용하여 웹 서비스를 기술한다.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의
메소드, 메소드의 인자, 데이터형, 하부의 전송 프로토콜 그리고 웹 서비스의
종점 URL 을 명시하게 된다
웹 서비스 공개(publish)와 검색(find)에 관한 표준안: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UDDI)
서비스 제공자는 UDDI 표준안을 사용하여 중앙의 레지스트리에 자사의 웹
서비스 정보를 공개한다. (UDDI 의 상세 내역 기술(description) 부분) 그리고
서비스 소비자는 UDDI 를 사용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하고 바인딩하게 된다.
(UDDI 의 발견(discovery) 부분)
웹 서비스 바인딩에 관한 프로토콜: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SOAP)
SOAP

은

XML

포맷을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이

웹

서비스의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해준다. XML 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운영체제,
언어 그리고 객체 모델에 관계없이 어플리케이션 사이의 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웹 서비스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기술하고 배포하며
실행시킬 수 있는 모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8].

2.1.2

Axis 소개

Axis(Apache eXtensible Interaction System)는 기존의 SOAP 구현을 재설계한 것으로서
메시지 체인(chain)과 핸들러(handler) 객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파치 프로젝트 중
하나인 Axis는 현재 1.1 버전까지 진행되었으며, 기존의 아파치 SOAP에는 없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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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Axis는 과거의 버전과 비교해서 기존의 아파치 SOAP과는 달리 SAX 기반의 파싱을
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또한 Axis의 아키텍처는 개발자가 사용자 정의 헤더
처리나 시스템 관리, 기타 기능을 엔진에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었다.
Axis는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공통적인

패턴을

구현하기

위한

재사용

가능한

핸들러의 네트워크를 쉽게 정의할 수 있으며, 핸들러의 네트워크를 통해 파트너에게
쉽게 배포할 수 있다. 그리고 SMTP, FTP, MOM 등과 같은 다양한 전송 방법을 이용해서
SOAP에 대한 전송자(sender)와 리스너(listener)를 구현하도록 전송 프레임웍을 추상화해서
제공하며 엔진의 핵심 부분은 전송 프로토콜과 무관하게 작성되었다. 다음은 Axis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다[8].

SOAP 1.1 호환 엔진
유연한 환경설정과 배포 시스템
SOAP 서비스에 대한 JWS 파일을 드래그, 드롭하는 것만으로도 배포 가능
기본 타입 지원과 새로운 직렬화/탈직렬화 정의에 대한 타입 매핑 시스템
자바 빈에 대한 자동 직력화/탈직렬화
자바의 ‘List’ 컬렉션과 SOAP 배열 사이의 양방향 자동 변환
SOAP 서비스에 기반한 RPC 와 메시지 제공자
배포한 서비스에 대한 WSDL 자동 생성
자바 프록시와 스켈레톤을 WSDL 문서에서 만들 수 있는 Wsdl2Java 툴
WSDL 문서를 자바 클래스에서 만들 수 있는 Java2Wsdl 툴
서블릿 2.2 보안/롤과 보안 확장부의 통합
웹 서비스로 EJB 를 접근할 수 있는 EJB 제공자

7

HTTP 서블릿 기반의 전송
HTTP 를 지원하는 자립형(standalone) 서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Axis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Axis를
이용하여 웹 서비스를 처리하는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 웹 서비스는 WSDD(Web
Service Deployment Descriptor)라는 설치 디스크립터를 이용하여 Axis 메시지 처리 노드에
설치된다. WSDD는 Axis 노드로 설치된 여러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입출력
메시지를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체인(chain)

정의는

레지스트리를 통해 해석되어 실행시간에 사용 가능하게 된다. 실행 시에 SOAP 요청은
일련의 핸들러를 거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메시지는 헤더 부분이 추가 및 삭제되거나
바디 부분이 변경될 수도 있다.

2.1.3

IBM WSTK 소개

IBM 웹 서비스 툴킷(WSTK, Web Services ToolKit)을 이용하면 웹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다. WSTK 는 웹 서비스 기술을 프로토타입한다[9].

또한

개발자들이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IBM 의 웹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IBM WSTK 에는 기본적인 웹
서비스 아키텍처와 관련한 여러 패키지가 구현되어 있다. 즉 WSTK 는 웹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런타임 환경과 여러 예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예제들은 SOAP, UDDI, WSDL 과 같은 여러 최신 표준안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WSTK 의 컴포넌트와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클라이언트 런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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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리케이션에서 UDDI 레지스트리에 접근해서 save, delete, find, get
오퍼레이션을 지원하는 UDDI4J API

-

어플리케이션에서 UDDI 레지스트리에 대해 publish, unpublish, find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레지스트리 API

WSDL 1.1, WSFL(Web Services Flow Language), WSIL(Web Services Inspection
Language), HTTPR(Reliable HTTP) 규격 문서
디자인할 때 필요한 웹 서비스 툴 모음
-

자바 코드에서 웹 서비스 WSDL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Java2Wsdl 과
WSDL 문서에서 자바 프록시 코드를 생성하는 Wsdl2Java 유틸리티 등의
Axis 기반의 툴

-

WSTK 의 설정과 customization 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WSTK 의
환경설정 툴

-

유틸리티 웹 서비스(Utility Web Services)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자와 비즈니스
설정을 도와주는 유틸리티 웹 서비스 포탈 툴(Utility Web Services Portal Tool)

웹 서비스 비즈니스에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는 각종 유틸리티 웹 서비스
유틸리티 서비스를 이용한 비즈니스 데모와 튜토리얼
WAS(Web Application Server)의 일종인 WSAD(WebSphere Application Server)
마이크로에디션과 사설 UDDI 레지스트리를 포함한 웹 서비스 stack
JavaDoc 툴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WSDL 정의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WSDLdoc 툴
WSDL 문서의 처리를 쉽게 해주는 자바 클래스 모음인 WSDL4J 의 preview
UDDI v2 규격을 따르는 UDDI 레지스트리에 대한 UDDI4J v2 의 preview

9

2.2

BioDAS

주석정보 시스템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주석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에게 축적된
주석정보들을 빠르고 견고(robust)하며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정보를 덧붙일 수 있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BioDAS(Distributed Sequence
Annotation System) 오픈 프로젝트이다. 즉 BioDAS는 유전체 서열 데이터 주석정보의
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서버들로부터 정보들을 통합하는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이다. 이것은 HTTP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데이터에 대한
주석 처리된 정보를 XML 문서로 보여준다. 이것은 다시 말해 DAS 안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통신은 DAS XML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어떠한 클라이언트나 서버라도 DAS
XML 명세(specification)에 맞추면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다. BioDAS의 아키텍처는 [그림
2.2]와 같다. DAS의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은 레퍼런스 서버 (유전체 서버라고도 함)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석정보 서버들, 뷰어로 구성된다.

[그림 2.2] BioDAS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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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

하나의

레퍼런스

서버는

소스(source)와

주석데이터

관련

서버들을

검색하여 준다.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구성되는 주석 데이터 관련 서버는 요청한 서열
정보에 대해 DASDSN, DASDNA, DASGFF XML 형식으로 보여준다. DASDSN XML은
서버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유전체의 목록을 보여주며 DASDNA XML은 요청한
서열에 대한 DNA 서열정보를 제공한다. DASGFF의 GFF 형식은 Sanger Institute에서
제안한 General Feature Format 또는 Gene Finding Format이라고도 불린다. [표 2.1]은 GFF의
필드명과 그에 대한 설명이다[10].

[표 2.1] GFF 필드 설명
GFF의 필드명
seqname

source

설

Sequence 명으로 EMBL/GenBank/DDBJ 등과 같은 public DB에서의
accession number로 생각할 수 있다.
Feature의 source로, 이것이 실험을 통해 입증된 것인지 혹은 public
DB annotation으로부터 왔는지 등을 나타낸다.
Feature

feature

명

type의

이름으로

Sanger에서는

feature들의

표준

set을

제안하고 있는 중이다.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것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start, end

score

정수형으로 반드시 start는 end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Sequence의
numbering은 1부터 시작된다.
Floating point 값으로 EMBL과 같이 값이 없을 경우는 ‘.’으로
표현한다.
‘+’, ‘-‘, ‘.’ 셋 중 하나의 값을 갖는다. ‘.’는 strand에 적당한 값이

strand

없을 때만 사용한다. 이 필드는 또한 RNA와 단백질을 위해 ‘.’으로
표현한다.

frame

attribute

0, 1, 2, ‘.’ 중 하나의 값을 가지며 프레임에서 특정 영역을
가리킨다.
이 필드는 반드시 tag 값 구조를 따라야 한다. (GFF ver.2부터)([AZa-z][A-Za-z0-9]*)의 free text value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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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F 형식은 실험 결과를 표현하기 용이하고 유전자 파싱의 통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측 보고에도 용이하며 가시화를 쉽게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DAS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서버들로는 TIGR (http://www.tigr.org/), UCSC
(http://genome.uscs.edu/), Wormbase (http://www.wormbase.org/), Ensembl (http://www.ensembl.org/),
Flybase (http://www.flybase.org)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DAS의 이러한 시스템 통합
기법을 응용하여 웹 서비스 기반으로 DAS 서버들로부터 주석정보 데이터들을 서비스
받아 유전체 주석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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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전체 주석정보 통합검색 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주석정보 데이터에 대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구현한 웹 서비스 기반 통합검색 시스템의 소개와 데이터베이스
구성,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3.1

전체 시스템 소개
다음 [그림 3.1]은 유전체 주석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이다.

[그림 3.1] 통합검색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로컬 데이터베이스(NIAB DB)에는 기본적으로 TIGR, UCSC, Wormbase 등과 같은 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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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들로부터 웹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받은 rice, pig, Arabidopsis, elegans 등의 유전체에
관한 주석 데이터들이 로드되어 있다. 사용자는 웹으로 구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원하는 주석정보를 검색 요청할 수 있다. 통합검색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는
로컬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데이터의 목록과 특정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 특정 유전체의 염색체 혹은 locus id 에 대한 특정 영역의
주석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시스템은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해 로컬 데이터베이스
내에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는 결과를 리턴해 주며, 만약 요청한 주석정보가 로컬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

주석정보

데이터베이스들로부터

HTTP 를 통해 웹 서비스 기반으로 주석정보를 서비스 받는다. 서비스 받은 데이터는
사용자의 요청 혹은 로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데이터 파싱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로드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은 구현한 로컬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들을 외부 사용자에게 웹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주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3.2

본 절에서는 통합검색 시스템 내 주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 위하여 웹
서비스를 통해 서버로부터 어떻게 주석정보 데이터를 서비스 받아 데이터베이스 내에
로드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3.2.1

주석정보 데이터의 로드

DAS 에 참여하고 있는 서버들로부터 웹 서비스 기반으로 유전체 데이터를 서비스
받기 위하여 OmniGene 프레임웍을 사용한다[11]. OmniGene 은 DAS 클라이언트 가 되기
위한 모듈의 하나로 MIT 에서 개발 중에 있는 오픈 프로젝트이다. 또한 웹 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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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EE 기술을 통해 생물학 관련 데이터들을 교환하는 표준화 작업 중의 하나이다. 즉,
OmniGene 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미들웨어 역할을 하는 프레임웍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OmniGene 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와 Axis, IBM WSTK 를 사용하여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들로부터 주석정보를 서비스 받는다. 다음 [그림 3.2]는 BioDAS 에서
외부 사용자를 위하여 웹 서비스를 공개한 WSDL(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파일인 GenomicWebService.wsdl 문서의 일부이다[12].

[그림 3.2] BioDAS 의 웹 서비스 공개 WSDL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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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WSDL 문서에 대하여 IBM WSTK 의 Wsdl2java 명령어를 이용, BioDAS 가
외부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바 함수를 받는다. 다음은 각각의 함수명과 함수 각각에
대한 오퍼레이션의 설명이다[13].

getDataSources()
-

선택한 서버로부터 이용 가능한 데이터 source 들이 리턴된다.

getAnnotatedResources(org.biodas.www.DataSource datasource)
-

이용 가능한 주석 처리된 서열들의 식별자(염색체 혹은 locus)를 리턴한다.

getAnnotationTypes(org.i3c.www.Lsid_Type lsid)
-

식별된(identified) 세그먼트들 중에서 이용 가능한 주석정보 종류의 리스트가
리턴된다.

getAnnotations(org.biodas.www.Type[] types, org.i3c.www.Lsid_Type lsid)
-

선택한 유전체의 염색체 혹은 locus 의 특정 세그먼트에 대한 주석정보가
리턴된다.

getAnnataionsByLocataion(org.biodas.www.Type[] types, org.i3c.www.Lsid_Type lsid,
java.math.BigInteger start, java.math.BigInteger end)
-

특정 세그먼트와 위치 안에서 주석정보를 리턴한다.

위의 이러한 자바 함수들을 이용하여 TIGR, Wormbase, UCSC 등 주석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각각의 서버들로부터 Rice, Arabidopsis, Elegans, Pig 등의 유전체에 관한
주석정보 데이터인 DASGFF XML 을 서비스 받아 SAX 파서로 데이터를 파싱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로드한다. 현재 로컬 주석정보 데이터베이스 내에는 Rice,
Arabidopsis, Elegans, Pig 유전체에 관하여 총 300 개의 주석정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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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

주석정보 데이터인 DASGFF XML 데이터를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로드하기 위하여
DASGFF XML DTD 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각각의 서버마다 서비스 하는 DASGFF
데이터의 DTD 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GFF 형식을 위한 표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주석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GFF 데이터 전체가 표현 가능하며 데이터 변화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BioPerl 에서 정한 GFF 스키마를 기반으로 한다[14]. [그림 3.3]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이다.

FATTTIBUTE_TO_FEATUR
FDATA

FATTRIBUTE

FDNA

FTYPE

GFF_FILE
FGROUP

CHROMOSOME

DATA_SOURCE

[그림 3.3]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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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마는 BioPerl 에서 제안한 기본 테이블(FGROUP, FTYPE, FDNA, FDATA,
FATTRIBUTE, FATTRIBUTE_TO_FEATURE) 6 개와 본 논문을 통해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추가한 테이블(GFF_FILE, DATA_SOURCE, CHROMOSOME) 3 개, 총 9 개의
테이블로 구성된다. [표 3.1] 은 각 테이블에 대한 상세설명이다.

[표 3.1] 테이블의 상세설명
테이블명

설
로컬

GFF_FILE

데이터베이스에

CHROMOSOME

FGROUP
FTYPE

있는

의

DASGFF

로드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어느

서버로부터 받은 것인지에 관한 정보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로드되어 있는 염색체 혹은 locus
정보
주석정보 데이터의 그룹 정보(Accession number, 기타
정보)
Feature 종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메소드, source)
해당 영역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그에 대한 DNA 서열

FDNA

정보

FDATA
FATTRIBUTE
FATTRIBUTE_TO_FEATURE

3.3

저장되어

기본적인 데이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DATA_SOURCE

명

전체 feature 정보
FDATA

테이블에서

다루지

못한

DASGFF

파일의

FEATURE 와 TYPE 애트리뷰트의 6 개 항목 명
FATTRIBUTE 테이블의 항목명에 해당하는 값(value)

유전체 주석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의 기능
본 절에서는 본 논문을 통해 구현한 웹 서비스 기반 유전체 주석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의 각 기능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그림 3.4]는 시스템의 전체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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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그램이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유전체 주석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은 주석정보
데이터를 내용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주석 데이터베이스 통합 검색 모듈,
주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웹 서비스 공개 모듈로 구성된다. 이를 통하여 시스템은
통합검색 기능, 웹 서비스 기반 외부 주석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기능, DASGFF 파싱 및
데이터베이스 저장 기능, 웹 서비스 공개 기능, 단일 질의문의 병렬 웹 서비스 처리 기능
등을 제공한다.

[그림 3.4] 전체 클래스 다이어그램

3.3.1

통합검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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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필요한 주석정보 데이터를 본 논문에서 구축한 주석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부터 검색할 수 있다. 사용자가 검색 요청한 주석정보 데이터가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할 경우, 시스템은 DBMS 를 거쳐 결과 데이터를 리턴해 준다.
통합검색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주석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로컬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주석정보 데이터의 목록 검색
특정 염색체 혹은 locus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 검색
특정 염색체 혹은 locus 데이터에 대한 특정 영역의 주석정보 검색

그러나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가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은 웹 서비스를 통하여 [그림 3.1]의 외부 주석데이터 서버(TIGR, Wormbase,
UCSC)들로부터 주석정보 데이터를 서비스 받아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를 리턴해 준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필요한 주석정보를 찾기 위하여 여러 사이트에 접속할 필요 없이 본
논문에서 구현한 통합검색 UI 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메타 검색 기능이
가능하다.

3.3.2

웹 서비스 기반 외부 주석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기능

웹 서비스 기반의 외부 주석데이터 서버를 통한 검색은 TIGR, Wormbase, UCSC 등
웹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버들로부터 생물학 관련 정보 데이터들의 XML
형식 데이터들을 받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통합검색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생물학 관련 XML 데이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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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DSN XML
-

서버가 제공하는 유전체 목록과 URL 정보를 보여주는 XML 문서

DASDNA XML
-

유전체의 염색체 혹은 locus 에 대한 특정 영역의 DNA 서열 정보를
보여주는 XML 문서

DASGFF XML
-

유전체의 염색체 혹은 locus 에 대한 특정 영역의 주석정보를 보여주는 XML
문서

3.3.3

단일 질의문의 병렬 웹 서비스 처리 기능

자바에는 많은 혁신적인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은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것이다.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의 각 부분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다. 각자 실행되는 부분을 스레드라고 하고 각각 독립적인 실행
경로를

정의한다.

따라서,

멀티

스레딩(multithreading)은

멀티

태스킹(multitasking)의

특수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스레드 기반 멀티 태스킹은 스레드가 가장 작은 코드
단위이다. 이것은 단일 프로그램이 두 개 이상의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5]. 자바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 차후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석데이터
서버들이 늘어날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질의에 대해 같은 유전체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들 사이에 먼저 처리된 결과를 리턴 함으로써 처리 시간 단축을 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멀티 스레드를 써서 먼저 수행된 스레드의 수행이 끝나면 나머지 스레드를
강제종료 시킨다.
현재는 같은 유전체 정보를 웹 서비스로 제공하는 주석데이터 서버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구현한 주석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의 멀티 스레드 기능을

21

테스트하기 위하여 같은 서버를 두 번 반복하여 호출한다. 다음의 자바 코드는 유전체
arabidopsis 의 CHROMOSOME_I 에서 영역 1bp ~ 500bp 사이의 DNA 서열정보를 요청하는
멀티 스레드이다.

두 개의 스레드 중 한 스레드의 수행이 먼저 끝나면 나머지 스레드를 강제종료
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자바 코드를 작성한다. [그림 3.5]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통합검색
시스템의 병렬 웹 서비스 처리 기능의 수행 결과화면이다.

[그림 3.5] 병렬 웹 서비스 처리 수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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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DASGFF 파싱 및 데이터베이스 저장 기능

사용자의 요청 혹은 로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웹 서비스를 통해
외부 주석 데이터 서버로부터 서비스 받은 DASGFF XML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로드하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받은 XML 파일 전체를 저장할 수 있으며 SAX
파서로 데이터 파싱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각 항목을 데이터베이스 내 테이블에 저장
가능하다.

[그림 3.6] DASGFF 파일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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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3.6]은 TIGR 서버에서 주석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가운데 Rice 유전체
중 염색체 ‘OSJNBa0015N08’에서 1bp ~ 10000bp(Base Pair) 영역의 주석정보 데이터의 각
항목들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데이터베이스 내 테이블에 어떻게 로드
되는지를 보여준다.
DASGFF XML 의 형식은 [그림 3.6]의 보는 바와 같이 FEATURE 엘리먼트의
반복으로 구성된다. 주석정보 데이터는 SAX 파서를 이용하여 데이터 파싱이라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 그림에서 표시된 각 요소들이 데이터베이스 내 테이블에 로드된다.
밑줄 친 요소들(dasview_rice_exonsTC, Sequence:OSJNBa0015N08, 1, 10000, curated, 9623,
10138, -, +, 0, Cytochrome P450……, TC121731)은 FGROUP, FTYPE, FDATA 테이블에
로드되며,

점선

부분은

이

세

개의

테이블에서

다루는

내용

이외의

것으로

FATTRIBUTE 와 FATTRIBUTE_TO_FEATURE 테이블에 로드된다.
[그림 3.7]은 [그림 3.6]의 Rice 유전체의 염색체 ‘OSJNBa0015N08’에서 1bp ~
10000bp 사이의 DASGFF 파일 중 표시된 부분들이 파싱 과정을 거쳐 주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저장된 모습이다.

FGROUP

FTYPE

FDATA

(a) 밑줄 친 부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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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TRIBUTE

FATTRIBUTE_TO_FEATURE

(b) 점선 박스 부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그림 3.7] 데이터베이스 내 저장된 내용의 일부

3.3.5

유전체 주석 데이터베이스의 웹 서비스 공개 기능

본 논문에서는 구축한 통합검색 시스템이 웹 서비스 모델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3.3.1 절 에서 소개한 검색 기능을 웹 서비스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다음은 주석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에서 서비스 하고자 하는 자바 함수명과 그에
대한 설명이다.

getNIAB_AnnotationServerList()
-

주석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유전체 목록을 리턴

getNIAB_AnnotationChromosomeList()
-

주석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염색체 혹은 locus 목록을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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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NIAB_AnnotationXML(java.lang.String source, java.lang.String sp, java.lang.Long
s_length, java.lang.Long e_length)
-

사용자가 요청한 유전체의 염색체 중 특정영역 해당 주석정보를 리턴

getNIAB_AnnotationTABLE(java.lang.String sp)
-

사용자가 요청한 유전체의 염색체 혹은 locus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내
테이블 내용을 리턴

위의 이러한 자바 함수들을 웹 서비스로 공개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Axis 에
서비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설치 디스크립터를 사용한다. 설치 디스크립터에는 서비스,
핸들러, chainable 객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Axis 엔진에서 이들 컴포넌트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준다. 설치 디스크립터인 WSDD(Web Service Deployment Descriptor)
포맷은 SOAP 2.0 명세에 정의된 설치 디스크립터 포맷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WSDD 의
코드 작성은 다음과 같다[13].

WSDD 는 서버 측, 클라이언트 측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WSDD 를 사용하여 특정 서비스나 핸들러를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위의
코드에서 볼 수 있듯이, WSDD 의 최상위 엘리먼트인 <deployment> 엘리먼트는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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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에 서비스나 핸들러를 설치할 때 사용되며 <undeployment> 엘리먼트는 제거할 때
사용된다.

<deployment> 엘리먼트에서 이 문서는 WSDD 문서라는 것을 알려주며, ‘java’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한다. 그 다음에 오는 <service> 엘리먼트에서 서비스를 정의한다.
서비스는 핸들러의 연쇄(chain)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는 요청 핸들러. 피봇
핸들러(서비스 입장에서는 제공자), 그리고 응답 핸들러 중에 일부 혹은 전부를 포함할
수 있다. 위의 코드에서는 제공자를 자바 RPC 서비스를 나타내는 ‘java:RPC’로 지정한다.
위의 소스 코드에서 알 수 있듯이 서비스명은 urn:NIAB_Annotation 이며, 이 서비스
내에서 사용 가능한 자바 함수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총 4 개 이다. Axis 에서는
라는

org.apache.axis.client.AdminClient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WSDD

서비스

파일을

설치

인자로

유틸리티를

넘겨받아

제공한다.

실행하면

Axis

이

설치
엔진에

urn:NIAB_Annotation 서비스가 설치된다.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설치된

서비스

URL

에

‘?WSDL’이라는 문자열을 덧붙이면 서비스의 WSDL 문서를 얻을 수 있다. 즉, Axis 는
설치된 서비스의 WSDL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XML 형식으로 리턴함으로써
브라우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외부 사용자에게 통합검색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공개하기 위하여
서비스 레지스트리인 IBM UDDI 레지스트리에 서비스를 등록한다. UDDI(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는 서비스 공개(publishing) 및 검색(finding)의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이것을

통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내고,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합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UDDI 를 통하여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웹 서비스를 통해
주문을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된다. 특히 IBM 의 UDDI 비즈니스 테스트 레지스트리는
무료로 접근 가능하므로 웹 서비스 개발자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외부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9]. [그림 3.8]은 IBM UDDI 비즈니스 테스트 레지스트리에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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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결과 화면이다.

[그림 3.8] 서비스등록 결과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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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전체 주석정보 통합검색 시스템 구현
본 장에서는 분산된 주석정보 데이터 서버들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3 장에서
설계한 웹 서비스 기반 주석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에 대한 구현 환경과 구현 결과를
살펴본다.

4.1

구현 환경
본 논문에서 구현한 주석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의 구현 환경은 [표 4.1]과 같다.

[표 4.1] 구현 환경
운영체제
DBMS
서블릿 엔진
개발언어
웹 서비스 개발도구

Windows XP Professional
Oracle 9i release 2
Tomcat 4.0.6
JAVA, JSP, JAVA Bean
IBM WSTK 3.3.2, Axis 1.1, IBM UDDI registry

유전체 주석정보 데이터인 DASGFF XML 을 위한 표준 스키마는 BioPerl 버전
1.2.3 의 GFF 스키마를 사용하였으며 XML 파서로는 SAX 파서인 Xerces 버전 1.4.4 를
사용하였다. 또한 BioDAS 에서 DAS 서버들로부터 주석정보를 웹 서비스 기반으로
서비스 받기 위하여 OmniGene 프레임웍 버전 1.1.2 를 사용하였으며 자바 툴킷은 J2SE
1.4.1 SDK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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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결과

4.2

본 절에서는 통합검색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통합검색과 관련한 기능들과 웹 서비스
제공 기능에 대한 구현 결과를 살펴본다.

4.2.1

통합검색 기능 구현

[그림 4.1]은 통합검색 시스템에서 검색과 관련한 전체 프로세스 흐름도이다.

[그림 4.1] 시스템 프로세스 흐름도

① DASDSN, DASDNA 검색
사용자는 웹으로 구현된 UI 를 통해 검색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서버가 제공하는
유전체의 종류를 보여주는 문서인 DASDSN XML, 사용자가 요청한 유전체의 염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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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locus 의 특정 영역에 대한 DNA 서열정보를 보여주는 문서인 DASDNA XML 에
대한 검색은 웹 서비스를 통해 외부 주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결과를 리턴해 준다. [그림 4.2]는 사용자가 TIGR 서버를 선택하였을 때 TIGR 서버가
제공하는 유전체 종류들을 보여주는 DASDSN XML 을 웹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받아
사용자에게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a) TIGR 서버 선택

(b) 검색 결과
[그림 4.2] DASDSN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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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의 DASDSN XML 은 유전체명을 나타내는 <SOURCE> 엘리먼트와 해당
유전체에 접근하기 위한 URL 을 나타내는 <MAPMASTER> 엘리먼트와 유전체에 대한
상세설명을 나타내는 <DESCRIPTION> 엘리먼트로 구성된다. 또한 주석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DASDSN 파일을 파싱하여 SOURCE id
목록만을 보여줄 수 있다. 아래의 [표 4.2]는 각각의 서버에서 주석정보를 제공하는
유전체 목록이다.

[표 4.2] 각 서버에서 제공하는 유전체
서버명

유 전

체 명

arabidopsis, dasview_humanTC, dasview_rice_exonsTC, dasview_rice_exons
TIGR

dasview_human_mouseTC, dasview__BGI_Indica, dasview_drosophila_TC,
dasviwe_mouse_mixedTC, …

Wormbase

elegans
mm2, mm3, mm4, sc1, ci1, ce1, zooCat3, zooRat3, zooPig3, zooDog,

UCSC

zooTetra, zooZebrafish3, zooFugu3, zooBaboon3, hg13, hg15, hg16, ft1,
falciparum, sacCer1, …

[그림 4.3]은 사용자가 Wormbase 서버를 선택한 후, elegans 유전체에 관하여 염색체
ZK154 의 1bp ~ 1000bp 사이의 DNA 서열정보를 요청했을 시의 결과 화면이다.

(a) WormBase 서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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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검색 결과
[그림 4.3] DASDNA 검색

② 통합검색 (Retrieval System)
사용자가 UI 를 통해 통합검색 시스템([그림 4.3]의 점선 박스)을 선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종류의 검색 중 한가지를
고를 수 있다.
첫

번째

검색([그림

4.3]의

점선

박스

부분

중

Data

검색

I)은

로컬

주석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체 중 하나를 사용자가 선택하면, 선택한
유전체에 대해 로컬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염색체 목록 혹은 locus id
목록을 볼 수 있다. [그림 4.4]는 rice, Arabidopsis, elegans, pig 유전체 중 rice 유전체를
선택한 결과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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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전체 선택 화면

(b) 주석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rice 염색체 목록
[그림 4.4] rice 유전체 선택 화면

[그림 4.4]의 rice 유전체 선택 결과화면에서 염색체 id (혹은 locus id)를 클릭할 경우
사용자는 선택한 염색체에 대해 로컬 주석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의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특정 영역별로 DASGFF XML 파일이 링크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전체 XML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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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는 rice 유전체의 P0047B08 염색체 id 를 선택하였을 때의 검색 결과
화면과 P0047B08 염색체 중 1bp ~ 10000bp 영역 사이의 주석정보 데이터인 DASGFF
파일의 출력 화면이다

(a) UI 를 통해 검색한 P0047B08 염색체의 로컬 데이터베이스 내 테이블 정보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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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0047B08 의 DASGFF 파일의 일부
[그림 4.5] P0047B08 의 검색화면

두 번째 검색은 사용자가 주석정보를 얻기 원하는 유전체의 염색체 혹은 locus id 에
대하여 특정 영역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이 때의 검색 결과는 DASGFF XML 이다.
시스템은 사용자가 요청한 주석정보가 로컬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면 결과를 리턴
해준다. 만약 로컬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한 영역의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시스템은
검색을 요청한 영역을 포함하는 더 큰 영역의 데이터를 찾는다. 만약 더 큰 영역의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통합검색 시스템은 웹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요청한
영역의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베이스

서버로부터

웹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받아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그림 4.6]은 rice 유전체의 OSJNBa0048I01 염색체의 1bp ~ 3000bp
사이에 대한 주석정보 데이터에 대해 로컬 데이터베이스 내에 정확한 영역의 값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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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더 큰 영역의 값을 리턴해 주는 결과화면이다.

(a) 검색결과 일치하는 값이 없고 더 큰 영역의 값이 검색되었음을 알림

(b) 더 큰 영역의 검색된 결과를 보임
[그림 4.6] OSJNBa0048I01 의 1bp ~ 3000bp 영역의 검색 결과 화면

[그림 4.7]은 rice 유전체의 P0497A05 염색체 중 20000bp ~ 30000bp 영역의 검색 요청
시 사용자에게 로컬 주석 데이터베이스 내에 원하는 정보가 없음을 알리고 외부 주석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검색해 웹 서비스를 통하여 데이터를 서비스 받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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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검색결과 일치하는 값이나 더 큰 영역의 값도 없음을 알림

(b) 웹 서비스를 통해 외부 주석 데이터베이스 서버로부터 값을 받음
[그림 4.7] P0497A05 의 20000bp ~ 30000bp 영역의 검색 결과 화면

[그림 4.7]과 같이 외부 주석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서비스 받은 DASGFF 파일은
사용자의 요청 혹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로컬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할
수 있다. 저장을 요청하면 시스템은 DASGFF XML 파일 전체를 저장하고 파싱 과정을
거쳐 각 항목을 데이터베이스 내 테이블에 로드한다. [그림 4.8]은 저장 기능을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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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다.

[그림 4.8] 저장기능 수행 결과 화면

4.2.2

웹 서비스 공개 기능 구현

본 논문을 통해 구현한 유전체 주석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이 웹 서비스 모델의 역할
중 서비스 제공자가 되기 위하여 3.3.5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SDD 를 이용하여 웹
서비스를 배포한다. 시스템은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외부 사용자들을 위하여
시스템에서 웹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자바 함수에 대한 API 형태의 문서와 WSDL
문서를 제공한다. 아래의 [그림 4.9]는 이에 대한 화면이다. 사용자는 API 문서를 통해
자바 함수의 파라미터 값과 리턴 값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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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웹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자바 함수의 API

(b) WSDL 문서
[그림 4.9] 웹 서비스 배포를 위한 제공 정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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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의 자바 함수를 이용해 사용자는 주석 데이터베이스 내의 유전체 주석
정보를 웹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이제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사용자가 되어
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 [그림 4.10]은 주석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체 목록과

어느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지를

나타내는

함수인

getNIAB_AnnotationServerList 를 외부 사용자가 사용하여 웹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서비스 받은 결과를 보여준다.

(a) 클라이언트 코드

(b) 클라이언트 코드 실행 결과 화면
[그림 4.10] 서비스 설치 성공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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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유전체 주석정보에 대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서버들간의 데이터
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웹 서비스 기술과 BioDAS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살펴본 기술들을 이용하여 BioPerl 이 정한 GFF 스키마를 기반으로 유전체 주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내용으로

유전체

주석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은 유전체 주석 정보에 대한 메타검색 기능을 제공하므로 사용자는 여러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개별적으로 찾는 번거로운 검색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저장 기능을 통한 시스템 확장의 용이성도 갖추고 있다. 또한
차후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전체 주석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이 늘어날 경우,
본 논문을 통해 구현한 통합검색 시스템의 수행 처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시스템에 병렬 웹 서비스 처리 기능을 덧붙였다.
이러한 유전체 주석정보 통합 검색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을 통해 앞으로 방대한
양의 유전체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구축한 주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본 시스템에서는 웹 서비스를 공개함으로써
외부 사용자는 웹 서비스 기술을 통해 유전체 주석정보 데이터를 서비스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논문을 통해 구현한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을 로컬 시스템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다.
향후 과제로써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를 좀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와 함께 웹 서비스 기반 통합검색 시스템을 통해
얻은 유전체 주석정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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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또한 웹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받은 데이터의 원본 데이터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를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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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Integrated Retrieval System
Based on Web Service for Genome Annotation Databas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Ewh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Lee Hee Jeon

With the rise of active research about various genomes and as a result of its production, a huge
genome annotation data has been generated in recent bioinformatics area. Accordingly, the questions
have been raised about how to share its meaningful annotation data among multiple researchers.
The study on the existing annotation data management has been performed by calculative and
experimental ways but these approaches lack with which to become integration system of genome
annotation information due to technical problem.
In this thesis, to efficiently solve how to share annotation data, we designed and developed the
integrated retrieval system among decentralized annotation database servers using Web Service to take
over object technology and BioDAS which is a great practical example on how to beg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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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process. In order to construct database in retrieval system, we received genome annotation
data via Web Service from decentralized servers. The format of received data is GFF(General Feature
Format) and we used the GFF schema determined by BioPerl to load it in database. Integrated
retrieval system provided users with expedience by the ability of the meta search and is equipped with
easiness of system expansion by providing the ability of the stored result, as well as, reduced the
processing time by multi-thread and published Web Service to external users, based on the constructed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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