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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천랩에서 제공하는 전사체 

발현 분석 (Transcriptome 

analysis)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천랩의 전사체 발현 분석 서비스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인 

Illumina sequencing을 기반으로 하며, 그 결과로 나온 대용량의 염기서열 데이터를 

천랩 고유의 생물정보학적 방법으로 처리, 분석하여 각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 

데이터, 발현 양상 및 다양한 통계적 수치 등 최종 결과물을 하나의 데이터 파일로 

만듭니다. 분석이 끝난 최종 데이터 파일의 확장자는 CLT (*.clt)이며, CLRNASeqTM 

프로그램으로만 이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CLRNASeqTM의 설치 

과정에서부터 전반적인 사용법, 그리고 CLRNASeqTM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LRNASeq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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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GUIDE                                                                          

 

본 매뉴얼 문서는 전사체 발현 분석을 위한 CLRNASeqTM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CLRNASeqTM은 천랩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BIOiPLUG 웹사이트 

(http://www.bioiplug.com/software/CLRNASeq)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whole genome 및 microbial community analysis에 대한 다른 소프트웨어도 

https://www.bioiplug.com/support/#software_tab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천랩의 목표는 사용이 간편하고 유용한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서비스와 솔루션

을 제공하여 연구자들이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법(NGS)에 기반한 생물정보 연구를 

누구나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info@chunlab.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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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LRNASeqTM 프로그램 설치 

CLRNASEQTM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CLRNASeqTM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먼저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CLRNASeqTM 설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BIOiPLUG 홈페이지에서 Support → Software → CLRNASeqTM의 “더 알아보

기”를 선택합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아래의 페이지 주소를 입력해 바로 

CLRNASeqTM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http://www.bioiplug.com/software/CLRNASeq 

2. CLRNASeq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합니다. 

 

 

Figure 1. CLRNASeqTM 소개 및 다운로드 페이지 

 

CLRNASeqTM은 Windows OS 및 MAC OS에서 실행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컴퓨터의 

사양에 맞는 버전의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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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RNASEQTM 프로그램 설치 

 

CLRNASeqTM은 JAVA 기반의 프로그램이므로 설치 및 실행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Sun Microsystems사의 Java Runtime Environment (JRE) 최신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CLRNASeqTM 설치를 진행하면 자동으로 최신 버전의 JRE 

설치 여부를 검색하고,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 자동으로 최신 버전의 JRE를 

설치합니다. 

 

JRE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JAVA 홈페이지에서 JRE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java.com/en/download/manual.jsp). 

 

다운로드 받은 CLRNASeqTM 설치 프로그램( )을 더블클릭하면 CLRNASeqTM  

프로그램 설치 과정이 시작됩니다. 

 

프로그램 설치 시 3가지 설치 옵션인 Typical, Custom, Complete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설치 경로를 지정하지 않으면, CLRNASeqTM 프로그램은 

“C:\Chunlab\CLRNASeq” 디렉토리에 설치됩니다. 

 

l Typical: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로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합니다. 

l Custom: 원하는 설치 형태를 선택하여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합니다. 

l Complete: 설치 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항목을 컴퓨터에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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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LRNASeqTM 프로그램 설치 옵션 선택 화면 

 

CLRNASEQTM 프로그램 업데이트 

 

CLRNASeqTM 프로그램은 실행시마다 자동으로 프로그램 업데이트 정보를 

검색합니다. 신규 업데이트가 존재할 경우 자동으로 업데이트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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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하기 전에 

CLRNASeqTM 프로그램 기초(Basics) 

 

CLRNASeqTM 프로그램은 Sample Browser와 Main Browser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Sample Browser를 이용해 유전자 발현량 분석결과 파일(CLT 파일)을 찾아 

읽어들일 수 있고, Main Browser를 이용해 전사체에 속한 유전자들의 발현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in Browser는 Mapping Browser, Expression Profile, DEG 

Browser, Cluster Browser, KEGG Browser, eggNOG Browser, Gene Ontology Browser, 

SNV/InDel report와 같은 고급 분석 기능의 시작점이 됩니다. 

 

CLRNASeqTM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 파일(CLT 파일) 

 

CLRNASeqTM은 CLT 확장자명 (*.clt)의 파일만을 읽어들일 수 있습니다. CLT (*.clt) 

파일은 천랩의 유전자 발현량 분석 파이프라인의 수행결과로 생성됩니다. 

 

CLRNASeqTM 의 최신 VERSION 정보 

 

CLRNASeqTM의 최신 버전은 1.0 이며, 이 문서는 1.0 버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3. CLRNASeqTM 프로그램 시작하기 

Pre-requisites: BIOiPLUG 홈페이지 회원 가입 & 라이선스 키 발급 

 

CLRNASeqTM 프로그램의 사용을 위해서는 BIOiPLUG 홈페이지의 신규 가입 

페이지(http://www.bioiplug.com/signup)에서 회원 계정을 생성하고, CLRNASeq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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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라이선스 키의 발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와 같은 CLRNASeqTM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bioiplug.com/software/CLRNASeq) 

2. ‘License’ 관련 안내를 읽고, ‘Get license key’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 

오른쪽에 라이선스 키 정보가 표시됩니다. 

처음 CLRNASeqTM 프로그램 시작 (라이선스 키 입력) 

 

처음 CLRNASeqTM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라이선스 키 입력 화면이 

표시됩니다. 라이선스 키 입력화면의 E-mail 란에 BIOiPLUG 회원 가입 시 

등록했던 e-mail 정보를 입력하고, license Key란에 발급받은 라이선스 키를 

입력하고 ‘Proceed’ 버튼을 클릭하면 라이선스 키 등록이 완료되고, CLRNASeqTM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작합니다. 

 

 

Figure 3. License Key 입력 화면. 

 

유효한 라이선스 키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CLRNASeqTM 프로그램 로

고가 표시되고 이어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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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LRNASeqTM 프로그램 로고 

4. 파이프라인 분석결과 열기 
 
CLRNASeqTM이 읽어들일 수 있는 파일의 형식은 천랩의 유전자 발현량 분석 

파이프라인에서 최종 결과물로 생성되는 파일 형식인, CLT 확장자 (*.clt)를 갖는 

파일입니다. Sequencing 데이터인 FASTQ 혹은 FASTA 파일은 열 수 없습니다. 

 

RNA-Seq 실험 결과 생성된 RNA/cDNA sequencing 데이터는 샘플마다 하나의 clt 

(*.clt) 파일로 제공됩니다. CLRNASeqTM으로 transcriptomics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 생물의 유전체 정보(CLG 파일)와 샘플 수만큼의 CLT (*.clt) 파일이 필요합니다. 

 

주) 주요 모델 생물의 유전체 정보는 CLRNASeqTM에 포함되어 있고, 기타 모델 

생물의 유전체 정보(CLG 파일)는 천랩에서 운영하는 EzGenome 

사이트(http://www.ezbiocloud.net/ezgenom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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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생물의 유전체 파일(CLG 파일) 열기 

 

RNA-Seq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수행한 샘플에 해당하는 모델 생물의 

유전체(genome), 즉 reference genome의 sequence 정보가 필요합니다. Reference 

genome의 sequence 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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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인 모델 생물(model organism)의 reference genome 

CLRNASeqTM에는 Homo sapiens와 Escherichia coli의 reference genome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요 모델 생물의 

reference genome은 CLRNASeqTM 실행 후 표시되는 첫 화면에서 모델 생물에 

해당하는 [Download] 버튼을 클릭해 다운로드하고, CLRNASeqTM에 추가로 

탑재할 수 있습니다.  
 

l Mus musculus 

l Saccharomyces cerevisiae 

l Danio rerio, 

l Arabidopsis thaliana 

l Caenorhabditis elegans 

l Drosophila melanogaster 

 

 

Figure 5. 모델 생물 선택 화면. 

2. 기타 모델 생물의 reference genome 

기타 생물이나 미생물 균주의 경우 천랩에서 운영하는 EzGenome 사이트 

(http://www.ezbiocloud.net/ezgenome)에서 reference genome 정보를 수록한 CLG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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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생물 선택 화면에서 [Other]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CLG 파일 

열기 창이 표시됩니다. 기타 모델 생물의 reference genome 정보를 수록한  

CLG 파일이 저장된 디렉토리를 왼쪽의 tree 구조에서 찾아 클릭하면 오른쪽 

패널에 해당 디렉토리에 포함된 모든 CLG파일들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이 

중에서 유전자 발현량 분석에 필요한 모델 생물을 클릭해 선택하고 하단의 

[Load Samples] 버튼을 클릭해 모델 생물의 유전체 정보를 읽어들입니다. 이후에  

CLG 파일 열기 창을 열었을 때에는 직전 실행시 선택했던 디렉토리에 포함된 

CLG 파일들의 내용이 디폴트로 표시됩니다. 

 

 

Figure 6. CLG 파일 열기 창 

Column 이름 내용 

EzTaxon Name 

Reference의 종 (species) 이름. 미생물의 경우 천랩의 

EzBioCloud (http://www.ezbiocloud.net/) 시스템에 의해 

동정된 reference 균주의 종 (species) 이름.  

EzTaxon Name의 종 이름과 Original Name의 종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NCBI의 종 이름  (Original Name)이 

분류학적으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EzTaxon의 종 이름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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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Reference genome 정보. 미생물의 경우 reference 균주의 

특징 (예, serotype, biotype). 

Strain 

Reference genome의 세부 정보. 미생물의 경우 reference 

균주의 이름 (실험실 균주 번호 또는 culture collection의 

accession number). 

Original Name 
NCBI에 의해 부여된 reference 종의 이름. 미생물의 경우 

reference 균주의 종 및 균주의 이름. 

Accession 

NCBI에 의해 부여된 bioproject accession number. Genome 

project 별 유일한 identifier이다. 미생물의 경우 

http://www.ezbiocloud.net/ 에서 이 accession을 이용하여 데

이터를 찾을 수 있음. 

Status 
Sequencing이 complete인지 assembly 단계인지 표시 (괄호 

안의 숫자는 contig 수임). 

Genome Size Reference 균주 전체 염기서열의 크기 (bp). 

G+C ratio Reference 균주의 G+C ratio (%). 

CDS 
미생물의 경우 Reference 균주가 가지고 있는 전체 CDS 

(coding sequence) 숫자. 

Taxonomy 
미생물의 경우 천랩의 EzBioCloud 시스템에 의해 동정된 

균주의 분류학적 위치. 

Table 1. ‘CLG 파일 열기 창’에서 제공되는 모델 생물의 유전체 관련 정보 

유전자 발현량 분석결과 파일(CLT 파일) 열기 

 

모델 생물의 유전체 정보를 수록한 CLG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Sample Browser가 표시됩니다. Sample Browser에서 [Step 1], [Step 2], [Step 3]을 

차례대로 선택해 유전자 발현량 분석결과를 수록하고 있는 CLT(*.clt) 파일들을 

읽어들이고, 유전자 발현량 비교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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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LRNASeqTM의 Sample Browser 

u Step 1: Open RNA-Seq Sample Files 
 

Sample Browser에서 [Step 1] 버튼을 클릭하면 CLT 파일(샘플 파일) 열기 창이 

표시됩니다. 샘플 파일이 저장된 디렉토리를 왼쪽의 트리 구조에서 찾아 선택하면 

오른쪽 패널에 해당 디렉토리에 포함된 모든 CLT 파일들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이 하나인 경우에는 해당 샘플을 클릭해 선택하고 [Load 

Samples] 버튼을 클릭해 선택한 샘플 파일을 읽어들입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마우스 드래그 또는 [ctrl] 키를 누르고 클릭해 두개 

이상의 샘플들을 선택한 다음 [Load Samples] 버튼을 클릭해 샘플 파일들을 

읽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후에 CLT 파일 열기 창을 열었을 때에는 직전 실행시 

선택했던 디렉토리에 포함된 CLT 파일들의 내용이 디폴트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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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LT 파일(샘플 파일) 열기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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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이름 내용 

Sample name 각 sample의 이름 

Sample comment 각 sample에 대한 상세 설명 

Reference genome 사용한 reference genome의 정보. 미생물의 경우 Reference 

균주 이름 

File path File의 경로 

Table 2. ‘CLT 파일 열기 창’에서 제공되는 샘플 파일 관련 정보 

 

u Step 2: Normalization Method 

 

샘플 파일들을 읽어들이면 이어서 샘플내 유전자 발현량에 대한 기초 통계 

분석(Data Nomrmalization)을 시작합니다. 읽어들인 샘플 수와 컴퓨터 사양에 따라 

기초 통계 분석에는 수분 ~ 수십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초 통계 분석이 

종료되면 아래와 같은 기초 통계 분석 안내 화면이 표시되고, 

CLRNASeqTM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Normalization Method(RPKM, RLE, TMM)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제공됩니다. 
 

 
Figure 9. 기초 통계 분석 안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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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통계 분석 안내 화면에서 하단의 [OK] 버튼을 클릭하면 기초 통계 분석 

결과의 개요가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기초 통계 분석(Data Normalization)에 

사용한 방법 중 사용자의 샘플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이 화면에서 

추천한(붉은색으로 표시된) Normalization Mehod 로 계산된 결과값을 이용해 추가 

분석을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Figure 10. Data Normalization 결과 표시 (Normalization Method 추천) 

 

위 화면에서 우측 하단의 [View reference genome information] 버튼을 클릭하면 

View Reference Genome Information 창이 열리고, 읽어들인 CLG 파일과 CLT 

파일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Column 이름 내용 

No. 화면에 보이는 순서 

Sample name 각 sample의 이름 

Sample comment 각 sample에 대한 상세 설명 

Reference genome Reference genome 이름. 미생물의 경우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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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 이름 

Total mapped read(%) Reference genome에 mapping 된 read 수 

Total read RNA-Seq에 의해 생성된 해당 샘플의 전체 read 수 

QC dropped reads Reference genome에 mapping 된 read 수 

rRNA reads rRNA read 수 

mRNA reads mRNA read 수 

Intergenic reads Intergenic read 수 

Unmapped reads Unmapped read 수 

Sequencing Technology Sequencing 플랫폼 및 형식 (플랫폼_사용된 

기계_단방향 또는 양방향_sequence 길이) 

Pipeline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들 

Library method Sequencing library를 만드는데 사용된 kit 이름 

Strand specific 불러들일 RNA-Seq sample data에 transcriptome이 

유래한 DNA strand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표시 

Table 3. View reference genome information 창에서 제공되는 CLT 파일 정보. 

 

View Reference Genome Information 창에서 우측 하단의 [Up], [Down], [Remove] 

사용해 샘플의 표시 순서를 변경하거나 특정 샘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l [Up]: 이후에 선택한 샘플의 정보가 다른 샘플의 정보보다 좌측, 혹은 

상단에 보여집니다. 

l [Down]: 이후에 선택한 샘플의 정보가 다른 샘플의 정보보다 우측, 혹은 

하단에 보여집니다. 

l [Remove]: 선택한 샘플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u Step 3  

 

Sample Browser 에서 [STEP 3]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샘플들의 기초 통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각종 고급 통계분석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단계의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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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CLRNASeqTM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각종 Analysis Browser 를 통해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 통계분석 작업은 읽어들인 샘플 수와 컴퓨터 사양에 

따라 수 분에서 수십 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Figure 11. 통계 작업 진행율 표시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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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in Browser로 분석결과 보기 
 

Sample Browser 에서 읽어들인 샘플에 대한 각종 통계분석이 완료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Main Browser 가 표시되고 지금까지 수행한 분석의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제공됩니다. Main Browser 는 추가적인 고급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메뉴 패널(상단),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표시하는 overview 패널(좌측), 그리고 특정 기준에 따라 

유전자들을 선별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filter 패널(우측)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igure 12. Main Browser의 구성. 

 

OVERVIEW PANEL 로 분석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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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패널에서는 모든 유전자들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와 각 샘플 별 유전자 

발현 양상 정보를 제공합니다. Overview 패널의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Normalization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TMM, RPKM, RLE) 

② 선택한 샘플을 기준으로 다른 샘플들의 발현량을 비교합니다. 

A.  : 기준 샘플 보다 발현량이 높을 때 

B.  : 기준 샘플 보다 발현량이 낮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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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필터 기능을 통해 선택된 유전자 수 / 전체 유전자 수 

④ Chromosome 혹은 scaffold 이름 

⑤ 유전자 이름 (symbolic name) 

⑥ 유전자 타입에 따라 색상으로 구분하고, 모양으로 forward/reverse strand 를 

표시 합니다. 

A. : mRNA 

B. : miRNA 

C. : snoRNA 

D. : misc RNA 

E. : rRNA 

F. : snRNA 

⑦ 유전자의 기능에 대한 설명 

⑧ Isoform 개수가 숫자로 표시되고, 클릭하면 각 isoform 의 자세한 발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새로 나타납니다. 

 

⑨ 모든 샘플에서의 평균 유전자 발현값이 표시되며, 발현값이 높을수록 

짙은색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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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샘플 별 유전자 발현값을 보여주며, 발현값 높을수록 짙은색으로 

표시됩니다. 

 

FILTER PANEL 사용하기 

 

다양한 기준에 따라 특정 유전자의 정보만 선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FILTER 

패널을 이용하여 연구목적과 관련성이 높은 유전자 정보들만을 선별해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해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CLRNASeqTM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Cluster Browser, KEGG Browser, eggNOG Browser 는 FILTER 패널을 

이용해 선택한 유전자 세트를 기반으로 실행됩니다. Filter 패널의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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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버튼을 클릭하여, 필터 패널을 접거나 펼칠 수 있습니다. 

② 필터에 적용된 모든 값을 초기화 합니다. 

③ 필터를 적용합니다. 

④ Gene name 으로 검색합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입력한 문자열이 

gene name 의 일부분만 일치해도 검색 결과에 포함됩니다. 

⑤ Exp.Avg. 값을 기준으로 필터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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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새로운 필터 조건을 추가합니다. 

B. : (좌측) 필터 조건을 제거합니다. 필터가 하나 남았을 경우엔 

제거되지 않습니다. 

⑥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DEG) p-value 를 기준으로 필터링 합니다. 

선택에 따라 DESeq2 혹은 edgeR 로 계산된 p-value 를 사용합니다. 

⑦ 유전자 타입 – mRNA, miRNA, snoRNA 등 - 을 기준으로 필터링 합니다. 

/ 에 따라 특정 타입만을 선택하거나, 제외 시킬 수 

있습니다. 

⑧ eggNOG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필터링 합니다. 

⑨ KEGG pathway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필터링 합니다. 

⑩ GO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필터링 합니다. 상위 수준의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선택 가능한 하위 수준의 카테고리가 박스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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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apping Browser 사용하기 
 

CLRNASeqTM의 Mapping Browser를 통해 선택한 유전자를 기준으로 각 샘플별 

RNA-Seq 결과의 mapping 상황, 유전자 정보 및 기능, 각 유전자들의 count 수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Figure 13. Mapping Browser 화면. 
 

MAPPING BROWSER 의 기동 

 

Main Browser의 Overview 패널에서 특정 유전자의 발현량 정보를 색으로 표시하는 

Heat Map 영역을 클릭하면 Mapping Browser가 열리고, Mapping Browser를 통해 

해당 유전자가 각각의 샘플에서 어떻게 mapping되어 있는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pping Browser는 상단의 유전자 정보 표시 영역과 중앙의 mapping 

정보 표시 영역, 그리고 하단의 reference genome 표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MAPPING 영역의 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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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 Browser의 하단 부분은 해당 유전자의 coding sequence (CDS)를 

표시합니다. Mapping Browser의 중앙 부분에는 샘플들이 reference genome 각 

부분에 얼마나 많이 mapping 되었는지가 그래프로 표현됩니다. Strand-specific RNA-

Seq 결과일 경우 Y축에서 (+) 방향은 forward strand의 mapping 상황을, (−) 방향은 

reverse strand의 mapping 상황을 나타냅니다. 축의 단위는 count로 해당 위치에 몇 

개의 sequence read가 mapping 되었는지를 뜻합니다. 
 

l Strand-specific 옵션 

RNA-Seq 데이터가 방향성 구분이 가능할 경우 이 옵션을 활성화하여 forward 

strand ((+)축) 와 reverse strand ((−)축) 에 각각 mapping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옵션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양방향에 mapping된 결과가 

합쳐져 (+)축에 표현됩니다. 천랩의 RNA-Seq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strand 

specific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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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 BROWSER 의 추가 기능 
 

그래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아래의 3가지 메뉴가 표시됩니다. 
 

1. Change Color 

각 샘플 그래프의 색을 지정합니다. 

2. Show Line 

최대 확대모드에서 염기서열마다 그려지는 구분선을 지웁니다. 

3. Close 

해당 샘플의 RNA-Seq 데이터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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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pression profile 보기 
 
CLRNASeqTM 의 Expression profile 은 각 RNA-Seq 샘플들에서 reference genome 에 

mapping 된 sequence read 수를 normalization (정규화)한 RPKM, RLE, TMM 값을 

reference genome 의 유전자들에 대한 annotation 과 함께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여러 샘플 간에 normalization value (RPKM, RLE, TMM) 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들을 검색, 저장하는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RPKM, RLE, TMM 이란? 

RPKM, RLE, TMM 은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나타내는 정규화된 수치입니다. 특정 

유전자에 mapping 된 sequence read 의 수만 가지고 해당 유전자 전사체의 발현량을 

판단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A 라는 실험에서 RNA-Seq 전체 read 수가 

2 천만개, B라는 실험에서 1 천만개 나왔다고 가정할 때, 특정 유전자의 sequence read 가 

양쪽 동일하게 10 read 씩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하게 발현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전자들 간의 길이가 서로 각각 다르므로 두 유전자 간에 동일한 수의 

sequence read 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이들 유전자가 서로 동일한 정도로 

발현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들 조건을 변수로 삼아 정규화한 수치가 

필요합니다 (Mortazavi et al., 2008). 

 

RPKM (Reads Per Kilobase per Million mapped reads) =  
gene mapped reads / (total mapped reads (millions) X gene length (Kb)) 
 

RPKM 이외에도 여러 정규화 방법들이 존재하며 샘플 간 발현량 차이가 있는 유전자를 

골라낼 때 RPKM 의 부적합성에 관한 보고가 있으나 (Dillies et al., 2012) 아직도 RPKM 

정규화 방법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Microarray 부터 사용한 RPKM 을 RNAseq 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정합성이 관찰됨에 

따라 이를 보완 가능한 다양한 normalization 방법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Total mapped 

read 를 나누는 자체가 전체 transcriptome size 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면을 고려하여 

RLE, edgeR 방법이 연구되었습니다 (Wangner, G. P. et al., 2012). Transcriptome size 가 

관측한 total read 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간주하여 이것을 size factor 라고 정의했을 

때, 이러한 size factor 를 보정하는 방법에 따라 RLE, TMM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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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PROFILE 열기 

 

화면 상단의 [Expression profile] 아이콘을 클릭하면 불러들인 샘플 전체에 대한 

유전자들의 annotation 및 정규화된 수치 리스트가 테이블화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XPRESSION PROFILE TABLE 의 구성 

 
Expression profile table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NCBI의 RefSeq data에 기반합니다. 

• Feature ID: Reference genome의 유전자 이름.  

• Normalized value: 각 샘플마다 Sample tag을 제목으로 하여 RPKM 값이 

계산되어 있음. 

• Contig: 각 유전자가 속해있는 contig 정보. 

• Start: Contig 상에서 각 유전자의 시작 nucleotide 위치. 

• End: Contig 상에서 각 유전자의 종결 nucleotide 위치. 

• Strand: 각 유전자의 방향성 정보. 

• Length: 각 유전자의 길이. 

• Product: 각 유전자의 annotation된 protein 정보. 

• Ref_feature_name: 동일 genus의 대표균주를 기준으로 하여 BLASTN을 통해 

분석 및 부여된 homolog 유전자 이름. 

• Ref_feature_sim: Ref_feature_name에서 비교된 대표 균주 homolog와의 

RLE 는 기하평균과 중앙값을 계산하여 size factor 로 추정하여 정규화된 수치를 얻어내는 

방법입니다(Anders et al. 2010). TMM 은 log ratio 와 발현량이 큰 유전자를 제외한 후 

weighted mean 을 이용하여 정규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Robinson, M. D. & Oshlack, A. 

2010). 이 두 방법과 RPKM 을 비교하여 더 나은 performance 를 보임을 알려주는 논문도 

있으나 (Wagner, G. P., 2012), gene length 를 직접적으로 고려한 RPKM 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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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 Ref_feature_name_domain: Escherichia coli K-12 substr. MG1655 균주를 

기준으로 하여 BLASTN을 통해 분석 및 부여된 homolog 유전자 이름.  

• COG ID: COG (Clusters of Orthologous Groups) category 에 의해 부여된 ID. 

• COG category: 단백질의 기능성에 따라 분류된 유전자 그룹의 category. 

• Gene: COG category 분류에 의해 부여된 gene. 

• Function: COG category 분류에 의해 부여된 function. 

• e-Value: COG category annotation의 유의성에 대한 e-Value 측정값.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정확한 annotation일 확률이 높음.  

• CDD: NCBI Conserved Domain Database annotation (Marchler-Bauer et al., 2005). 

• db_xref: 기타 다른 database에 의해 분석된 annotation.  

• Protein_id: NCBI 에 의해 부여된 protein ID. 

 

우측 하단의 [Export as Excel] 버튼을 이용하면 전체 테이블을 excel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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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Expression profile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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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EG Browser 사용하기 
 
CLRNASeqTM의 DEG browser를 이용하면 각 RNA-Seq 샘플들의 정규화된 유전자 

발현량 정보를 이용하여 2개의 데이터를 scatter plot으로 상호 비교 및 시각화하고 

양쪽 샘플 간에 발현량에서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들을 검색, 저장하는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DEG BROWSER 개요 

 

DEG browser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측 패널은 선택된 두 

샘플의 정규화된 유전자 발현량 값을 각각 X 축, Y 축으로 하여 2차원 평면에 

scatter plot으로 표현하해 주며, 이 때 하단의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 각 축에 

지정하고 싶은 샘플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lot에 표현된 점의 색깔은 

유전자 기능에 의거한 eggNOG category 분류 (Tatusov et al., 2003)를 나타냅니다.  

 

우측 상단 패널은 scatter plot에 나타난 유전자들의 리스트를 나타냅니다. 해당 

패널 내의 아무 유전자나 클릭하신 후 [Ctrl + F] 키를 누르시면 유전자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표시됩니다. 

 

우측 중앙 패널에는 Threshold, Difference filter, DeSeq filter, edgeR filter 옵션이 

있으며, 이들을 이용하여 샘플 간 차이가 각 filter를 통과할 만큼 차이가 있는 

유전자들만 선택되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유전자들은 [Export as excel] 

버튼을 이용하여 excel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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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DEG browser 화면. 

 

FILTER OPTION 사용하기 

 

l Up-Down Filter: 특정 샘플의 전사체 발현이 다른 샘플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한 유전자들만 따로 모으는 옵션입니다. UP은 증가한 유전자들, 

DOWN은 감소한 유전자들, ALL은 모든 유전자들을 표시합니다. 

l Expression Level Threshold: 유전자가 매우 낮은 normalization value를 

가지는 경우엔 상대적인 발현양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Scatter plot에 보여지는 두 샘플에서 지정된 threshold 수치 

이하의 발현량 값을 가지는 유전자는 제외됩니다. 

l Fold Change Filter: 지정된 수치 배율 이상의 발현량 값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들만 선택됩니다. 즉, difference filter 값이 2일 경우 A 샘플에 비해 B 

샘플에서 2배 이상 및 1/2배 이하의 발현량 값을 가지는 유전자들이 

선택됩니다. 

l DeSeq Filter: DeSeq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지정된 수치 이하의 p-value 값을 

보이는 유전자들만 선택됩니다. 일반적으로 0.05 이하의 값을 사용하며 이 



K331� CLRNASeq
TM�
Manual�(App.�Version�1.00)� April�2017�

 

© 2017 ChunLab, Inc. All rights reserved.  32 

경우 0.05 이하의 p-value 값을 가지는 유전자들이 선택됩니다.  

l edgeR Filter: edgeR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지정된 수치 이하의 p-value 값을 

보이는 유전자들만 선택됩니다. 일반적으로 0.05 이하의 값을 사용하며 이 

경우 0.05 이하의 p-value 값을 가지는 유전자들이 선택됩니다.  

l eggNOG Summary Bar Graph: eggNOG 분류에 따라 그려진 bar graph에서 각 

bar를 선택하여 해당 eggNOG category에 해당하는 유전자들을 선택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각 bar는 eggNOG category 분류에 따른 색상으로 

표현되며 검정색은 eggNOG category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유전자들입니다. 

또한 Bar graph 좌측 상단의 [Select All] 및 [Deselect All] 버튼을 이용하여 

전체를 선택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DESeq, DESeq2, 그리고 edgeR: 그 첫번째 이야기 

RNA-Seq에서 NGS의 read count data는 discrete data로 분류되며 포아송 분포를 따릅니

다. 하지만 expression의 평균이, 분산과의 선형관계를 갖고 있는 성질을 잘 반영하는 음

이항 분포의 특성과 가장 잘 부합하기 때문에, 포아송 분포를 따르는 RNA-Seq data를 음

이항 분포의 모형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음이항 분포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인 검정을 위

해 CLRNASeq 에서는 DEG 분석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DESeq과 edgeR 분

석법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DEG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분석 단계

에서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므로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

석 방법에 따른 차이점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DESeq2는 DESeq의 

improve된 버전입니다. 

 

[항목별 패키지들의 비교표] 

Evaluation DESeq edgeR 

DE detection accuracy measured by AUC at 

increasing qRT-PCR cut off 

Consistent Consistent 

Null model type I error Low number of FPs Low number of FPs 

Signal-to-noise vs. p-value correlation for 

genes detected in one condition 

Poor Poor 

Support for multi-factored experiment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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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DE detection without replicated 

samples 

Yes Yes 

Detection of differential isoforms No No 

Runtime for experiments with three to five 

replicates on a 12 dual-core 3.33 GHz, 100 

G RAM server 

Minutes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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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 BROWSER 의 기타 기능 

 

l 확대 축소 기능: 마우스의 스크롤 휠을 이용하여 scatter plot의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합니다.  

l Scatter plot 상에서 유전자 선택: Scatter plot 상의 점에 마우스 화살표를 

올리면 해당 유전자의 이름과 기능 툴팁으로 나타나며, 동시에 오른쪽 

유전자 리스트에 해당 유전자 위치가 표시됩니다. 

l Reset view: Scatter plot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시 나오는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대된 scatter plot을 기본 배율 이미지로 

복귀시킵니다.  

l Export as PNG: Scatter plot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시 나오는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캡쳐하여 PNG 파일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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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Scatter plot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시 나타나는 기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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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luster Browser 사용하기 
3개 이상의 샘플을 읽어들였을 때, 읽어들인 샘플에서 나타나는 발현양상에 따라 

유전자들을 clustering 하는 기능입니다. CLRNASeqTM 프로그램은 Hierarchical 

clustering, k-means clustering, SOM clustering 을 지원합니다. 

 

CLUSTERING 옵션 선택하기 

 

Cluster Browser 버튼을 누르면 Clustering analysis 를 위한 옵션 선택 화면과 

Clustering 을 위한 유전자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 화면에서 clustering 분석 세부 

조건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로 제공하는 Clustering 의 세부조건을 

수정하고 싶을 경우, 직접 수치를 입력하거나 선택하여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화면 우측 하단의 [Process] 버튼을 눌러 별다른 설정 없이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Clustering analysis 옵션 선택 화면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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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Distance Metric: Clustering 알고리즘에 사용하는 유사성 혹은 비유사성을 

나타내는 matrix 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Euclidean 거리는 두 

유전자의 차이를 기하학적 거리로 나타내는 방식이며, Correlation 은 

유전자간 패턴 차이를 수치화한 방식입니다. 

② Number of cluster: cluster 개수를 지정하여 분석결과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 개수는 Hierarchical clustering, k-means clustering 방법에서 적용됩니다. 

③ Linkage methods: Hierarchical clustering 에서 군집을 묶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디폴트인 평균거리(average) 방법, 최대거리(complete) 방법이 

있습니다. 위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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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Iteration: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에서 군집의 중심점(node)를 움직이는 

횟수를 지정합니다. 디폴트 값은 100 번입니다. 만약 100 으로 지정했을 

경우, 100번째 위치에서 최종 군집을 정합니다. 

⑤ Intialize with: Self organizing map(SOM)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초기 node 의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9 개의 node 를 지정할 

경우, Random genes 은 9 개의 유전자가 초기 노드로 할당되며, Random 

vector 는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를 이용하여 제 1, 2 

주성분을 이용하여 결정합니다. 디폴트로 랜덤한 유전자를 노드로 할당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⑥ Dimension: SOM 에서 cluster를 위한 노드들의 차원을 할당해줍니다. 만약 3 

x 3 으로 지정해주었다면 유전자들을 9개의 군집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⑦ Neighborhood: SOM 알고리즘 내에서 사용하는 이웃커널(neighborhood 

kernel)라고 불리는 함수의 형태를 선택합니다. 어떤 이웃커널 함수를 

사용하는 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웃커널 함수 (neighborhood kernel function) 

군집의 중심이 되는 노드(node)를 ( 1) ( ) ( )( ( ))i i ci im t m t h t x m t+ = + -  식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 ( )cih t 를 이웃커널 함수라고 합니다. 이웃커널 함수는 노드와 

유전자 사이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⑧ Parameters: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디폴트 값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n Iterations: SOM 알고리즘에서 지정한 node 의 위치를 바꿔주면서, 최종 

군집을 결정하는데, 수렴하기 까지 위한 횟수를 지정해줍니다. 

n Initial alpha: 이웃커널 함수안에서 사용하는 모수(parameter)로써, 

얼마나 데이터를 반영할 것인지를 수치화한 모수입니다. 0 에서 1 사이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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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Initial radius: 이웃커널 함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노드의 초기 

반경(radius)을 지정해줍니다. 값이 커질수록 노드에 대한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⑨ Topology: 위상학(Topology)적인 성질을 이용하는 SOM 알고리즘이 군집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구조를 선택합니다. Hexagon (육각형), Rectangle (사각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는 Hexagonal 입니다. 

 

CLUSTERING RESULT BROWSER 로 결과보기 

 

Clustering 분석은 총 3 가지 방법으로 수행되며 browser 상에 보여지는 화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Hierarchical clustering 결과 

2. k-means clustering 결과 

3. SOM (Self Organizing Maps) clustering 결과 

 

왼쪽 패널 상단의 탭을 이용하여 각 clustering 분석 간 이동이 가능하며 오른쪽 

패널 하단의 [Export] 단추를 이용하여 각 clustering 분석 결과 묶여진 유전자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내보내기가 가능하며, 왼쪽 하단의 결과에 대한 그림도 역시 PNG 

파일 (*.png)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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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Clustering 결과 중 Hierarchical clustering 분석 화면. 

 

HIERARCHICAL CLUSTERING 개요 

 

l Algorithm: 유전자 발현량을 샘플들 간의 유사성 혹은 비유사성을 나타내는 

행렬로 나타내어 이용합니다. 거리가 가장 가까운 유전자부터 묶어서 

그룹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묶인 그룹과 다른 유전자간의 

거리가 여러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인 유전자 군집간의 

거리를 평균으로 정의하거나 minimum, 그리고 maximum 값으로 정의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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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Hierarchical clustering의 개요 (©Wikipedia) 

 

l Advantage: Cluster 개수가 미리 정해지지 않아도 되며 parameter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distance 데이터가 사용되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된 또는 관찰된 변수가 없어도 됩니다. 트리 모양의 visualization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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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Hierarchical clustering의 분석과정. D를 유전자간 거리 행렬로 정의하고, 

jkd 를 유전자 및 군집간 거리라고 정의했을 경우, 그리고 군집의 거리를 최대거리 방법 

(complete linakge)으로 계산했을 때, 분석의 순서 및 결과(dendrogram)는 위와 같습니다. 

 

l Disadvantage: 샘플 수가 많아지면 그 처리속도가 느려집니다. 따라서 

보고자하는 유전자가 많을 경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특성상 일단 

군집을 형성하면 그 유전자를 재할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못한 군집이 

형성될 수 있어서, 결과가 좋지 않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Explicit partitioning이 아니라 dendrogram의 끝을 자르는 

방식입니다. Optimal cluster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K-MEANS CLUSTERING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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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lgorithm: k개의 centroid를 가정하고, 그 centroid 와 샘플들 간의 within-

cluster sum of square 가 최소가 되도록 centroid를 조정해나가는 방식입니다. 

즉 샘플들과 각 샘플에서 가장 가까운 centroid 와의 (Euclidian)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Figure 20. k-means clustering의 개요 (©Wikipedia) 

 

l Advantage: 단순하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Explicit partitioning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Hierarchical clustering에 비해 유전자가 많을 경우, 분석 및 결과 

해석이 용이합니다. 

 

 
Figure 21. k-means clustering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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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Disadvantage: Cluster 개수 및 initial point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ierarchical clustering과 비교하여 어떤 유전자가 군집에 속했을 

경우 계층적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해석의 난해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entroid가 샘플들의 평균으로 구해지므로 샘플이 

수치 변수로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평균을 이용하는 면에 있어서 

특이하게 큰 값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로 k-medoids clustering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center가 

data point, 즉 샘플 자체로 정해집니다. 

 

 

Figure 22. k-means clustering의 초기값 (initial point)에 따른 결과에 다양성 예시 

 

SOM (SELF ORGANIZING MAP) CLUSTERING 개요 

 

l Algorithm: Unsupervised learning algorithm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셋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노드 개수를 정해서 random하게 뿌려준 다음, learning 

algorithm에 따라 학습을 반복시켜서 노드의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충분한 

학습 이후에는 노드가 data distribution에 거의 근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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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dvantage: PCA의 nonlinear version까지 고려하므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서 더 복잡한 패턴을 organize 할 수 있습니다. 

 

l Disadvantage: Input weight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드 개수가 

많아지거나 데이터 크기가 클 경우 performance가 증가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initial value 등에 의해 분석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Fi+1(N) = Fi(N) + τ(d(N, NP), i)(P - fi(N)). 

 

Figure 23. Self-Organizing Maps (SOM) 의 개요. (Wikipedia) 

N : nodes, NP : P와 가장 가까운 node, P : data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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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EGG Browser 사용하기 
 

KEGG (Kyoto Encyclopedia of Genes and Genomes)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genomes, 

biological pathways, disease, drugs, chemical substances 관련 데이터베이스입니다. 

KEGG는 genomics, metagenomics, metabolomics, omics 등의 informatics 분야 연구

뿐만 아니라 systems biology 분야에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도 사용됩니

다. CLRNASeq 소프트웨어에는 모든 KEGG pathway를 map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KEGG browser는 각 RNA-Seq 샘플의 normalization value를 기준

으로 개별 genes의 발현양상을 KEGG pathway map 상에 색으로 표시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본 KEGG browser를 이용하면 분석한 샘플의 발현량을 

KEGG pathway상에서 확인함과 더불어, DEG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발현량을 보이

는 유전자 세트에 대한 pathway 분석까지 할 수 있습니다.  

 

KEGG BROWSER 의 구성  

 

왼쪽 패널에는 pathway 목록이 트리 구조로 표시되며, 특정 pathway 를 클릭 시 

해당 pathway 의 상세 구조가 우측 화면에 나타납니다. Display 옵션에서 original 을 

선택시에는 KEGG database 에 있는 기본 map 이 나타나고, genome 선택시에는 

reference genome 으로 선택한 유전체의 pathway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측 

상단에는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샘플을 선택하거나 분석 방법들을 정하기 위한 

컨트롤 패널이 위치해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설정한 결과는 바로 우측 하단의 

pathway 상에 적용되며, pathway enrichment analysis 결과는 좌측 하단에 나타나게 

됩니다. 좌측의 pathway selection panel 에서 pathway 를 클릭 시 선택된 pathway 에 

포함된 reference 의 유전자 들을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경우, 각 유전자를 클릭하시면 해당 유전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Display option 은 Pair, Single, Genome, Original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수행된 분석 내용은 display 옵션 설정 메뉴 우측의 [Export] 버튼을 통해 저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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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KEGG browser의 구성. 우측 하단 영역에서 각 RNA-Seq raw sequence read들의 

normalization값을 이용하여 발현 정도를 색상으로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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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G METABOLIC PATHWAY OPTION 사용하기 

 

l Pair: 두 개의 sample 을 비교하는 경우 사용하는 option 으로 sample 

selection 창에서 비교할 sample 두 개를 선택하면 두 sample 의 RPKM, 

TMM, RLE 값 중 선택한 값의 비율이 색으로 표시됩니다. Sample selection 

창에서 비교할 sample 두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때 좌측에는 기준이 

되는 sample 을, 우측에는 비교할 sample 을 선택하면 됩니다. Color range 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scheme 위의 최소/최대 값을 수정하면 됩니다. 본 

옵션을 이용할 경우 우측 상단에 pathway enrichment analysis 메뉴가 

활성화되며, 이를 통하여 두 sample 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유전자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선별 결과는 map 상에 별표로 표시되며, 유전자의 

정보와 사용 중인 normalization value 는 각각의 유전자를 클릭하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l Single: 선택한 sample 의 RPKM, RLE, TMM 값 중 선택한 값에 따라 

색깔로 유전자의 발현 정도가 표시 됩니다. Color range 를 바꾸고 싶을 때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변경할 수 있으며, scheme selection 에서는 표현할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룰 클릭할 경우 해당 유전자의 RPKM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 Genome: KEGG Pathway에서 reference genome에 포함된 유전자들만 빨간 

색으로 표시됩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각 유전자를 클릭 시 KEGG 

database에 있는 상세한 정보가 활성 창에 표시됩니다.   

l Original: KEGG database 에 있는 기본 map 이 나타나며, 왼쪽 상단에 [+], [−] 

버튼을 클릭하거나 마우스 스크롤을 이용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l KO (KEGG Orthology) number 는 KEGG pathway node, BRITE hierarchy, 

KEGG node 에 포함되는 모든 단백질과 functional RNA 들의 ortholog 

group 을 구분하기 위해 정의한 번호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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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Metabolic pathway 설정 옵션. 

 

 

PATHWAY ENRICHMENT ANALYSIS (PEA) OPTION 사용하기 

 

KEGG Metabolic Pathway 항목 내 Display 설정을 [Pair]로 선택하신 경우 두 개의 

샘플을 비교 분석을 위한 세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Pathway Enrichment Analysis 

창이 활성화됩니다. 선택된 두 개의 sample 에서 다르게 발현된 유전자를 분석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RPKM, RLE, TMM 값 중 선택한 값의 차이를 살펴보는 fold 

change 와 이 값을 log 값으로 나타낸 fold change (Log) 분석, 그리고 R 패키지의 

DESeq2 와 edgeR 분석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DEG 분석으로 필터링한 유전자 

조합의 pathway enrichment 시에는 Fisher Exact Test 나 Fisher Exact Test 를 

보정한 EASE Score 로 계산한 p-value 값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athway 

Enrichment Analysis 에서 구한 p-value 에서 adjusted p-value 를 구하는 

알고리즘으로는 FDR (Benejamini-Hochberg)과 FWER (Bonferroni)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단 우측의 [Refresh]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옵션에 의한 결과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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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Pathway Enrichment Analysis 설정 옵션. 

 

PEA 세부 설정 1: DEG 

 

CLRNASeq 은 어떤 특정 sample 간의 혹은 제한된 condition 이 있는 sample 간의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을 발견하기 위한 분석 (DEG analysis) 을 제공합니다. 

각 RNA 별 expression level 은 전사체에 mapping 된 sequenced fragments 들의 

수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며, fragments 의 수를 비교하고자 할 경우에는 library 의 

크기와 sequencing depth 를 통제해주는 normalization 단계를 통해 normalization 

값을 구합니다. DEG 분석에서는 이렇게 계산된 normalized read counts 를 

이용하지만, 앞서 계산한 normalization 값을 직접 DEG 분석에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00 bp transcript 에서 1,000 counts 를 얻은 A, 700 counts 를 

얻은 B 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을 100 bp transcript 에서 10 counts 를 얻은 C, 7 

counts 를 얻은 D 와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Sequencing depths 가 같다고 

하더라도, RPKM 값은 동일하지만 data 자체의 신뢰도는 전자의 경우에서 더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EG 분석에서는 Transcripts per Million (TPM), Trimmed mean of 

M values (TMM) 등의 값을 RNA-Seq data 에서 얻을 수 있는 통계적인 검정력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Pathway Enrichment Analysis 옵션 내의 DEG 항목에서는 Fold Change, Fold Change 

(log), DESeq2, edgeR 의 4 가지 분석 옵션을 제공합니다. Fold change 를 통한 DEG 

분석에서는 기준 샘플과 비교할 샘플간의 normalization 값의 차이를 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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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필터링한 분석을 제공해줍니다. DESeq2 와 edgeR 은 각기 다른 유전자 

발현량 표준화 및 분산추정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된 p-value 값의 threshold 를 설정 

(주로 0.05)하여 발현량이 통계적으로 차이 나는 유전자를 필터링해 표시해줍니다. 

 

l Fold Change: Control 샘플을 기준으로 한 배율 값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제공해줍니다. 이 비교를 이용해 적절한 유전자 세트를 얻기 위해서는 

하단의 Fold Min값을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l Fold Change (log): Control 샘플을 기준으로 한 배율 값을 log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을 제공해줍니다. 이 비교를 이용해 적절한 유전자 세트를 

얻기 위해서는 하단의 Fold Min값을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l DESeq2: DESeq2 알고리즘을 통하여 추출된 값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제공해줍니다. 이 비교를 이용해 적절한 유전자 세트를 얻기 위해서는 

하단의 p-value threshold 값을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0.05). 

l edgeR: edgeR 알고리즘을 통하여 추출된 값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제공해줍니다. 이 비교를 이용해 적절한 유전자 세트를 얻기 위해서는 

하단의 p-value threshold 값을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0.05). 

 

DESeq, DESeq2, 그리고 edgeR: 그 두번째 이야기 

DESeq 

DESeq은 기본적으로 음이항분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음이항분

포는 감마분포와 포아송분포의 혼합모형으로 유도되어, 각 유전자 별 size factor를 구하

여 음이항분포의 모수인 평균을 추정하고, 그 평균과 선형적인 관계에 있는 분산을 추정

하는 dispersion estimation 과정에서 gamma-family local regression을 적합합니다. 

Replicates이 있을 경우에는 sample 마다 dispersion을 추정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replicates이 없을 경우에는 DESeq 내에서 data의 특성에 맞춰 simulated data를 생성한 

후 local regression에 적합하여 fitted dispersion을 이용합니다. 다른 패키지와 비교했을 

때, DESeq은 계산 속도 면에서 비교적 빠르고, 분석에 있어서 매우 안정적입니다. 

 

DESeq2 

DESeq을 포함한 다른 DEG 분석 프로그램들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fold change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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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유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의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데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유의한 수준이 같은 값의 fold change를 갖는 

두 유전자의 경우, 유전자 A는 유전자 B보다 mapping 된 reads count가 적음에도 불구

하고 분산 추정 오류로 인해 유전자 A가 유전자 B 보다 더 강한 근거 (lower p-value)를 

보이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떤 유전자에 관심을 가져야할지 결정하는 것은 불분명합니다. 

 Gene A Gene B 

Sample 1 1 1000 

Sample 2 2 2000 

Fold Change 2 2 

p-value 0.001 0.01 

 

따라서 DESeq2는 shrinkage estimation 기법을 이용합니다. 즉, data의 dispersion, fold 

change에 있어서 count가 큰 gene에 대한 효과는 줄여주고, count가 작은 gene이 지니

고 있는 효과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estimation을 하여 검정하는 방법을 통해 최종적

인 결론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을 뒷받침 해주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DESeq2은 

group 내에서 각 gene들의 dispersion의 추정치가 overestimation으로 인해 power가 작

아지는 것을 보완한 DESeq의 improve된 version입니다. 이 외에도 parameter에 대한 추

론 및 검정할 때, Fisher exact test를 쓰지 않고 generalized linear model (GLM)를 사용한 

것과 gene을 선별할 때 GLM에서 wald test를 사용한 것 등이 DESeq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eplicates이 없는 경우에는 DESeq2을 추천합니다 

 

edgeR 

edgeR은 DESeq과 같이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이며, DESeq과 마찬가

지로 속도 측면에서 비교적 빠르고, 통제한 조건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을 경우에 분석

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Bayesian gene-wise dispersion estimation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

에, 유전자/전사체 간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replicate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에는 common dispersion, tag-wise dispersion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edgeR 에

서는 다음의 2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edgeR에서 이용하는 biological coefficient of variation (BCV)을 데이터에 

따라서 어떠한 경험적으로 아는 상수로 가정을 해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인데, 당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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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 세부 설정 2: ENRICHMENT 

 

여러 pathway 중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pathway 들을 추출하여 좌측 

하단의 Identified Pathways 패널에 표시합니다. 두개의 다른 sample 에서 서로 

다르게 발현 된 유전자가 관여하는 pathway 를 이 방법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l Fisher Exact Test: Fisher Exact Test 를 이용하여 유의미한 pathway 들을 

추출합니다. 이 비교를 이용해 적절한 유전자 세트를 얻기 위해서는 하단의 

p-value threshold 값을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0.05). 

l EASE Score: EASE Score 를 이용하여 유의미한 pathway 들을 추출합니다. 

이 비교를 이용해 적절한 유전자 세트를 얻기 위해서는 하단의 p-value 

threshold 값을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0.05). 

 

방향과 어긋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dispersion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biological variation을 아예 배제하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dispersion을 갖고 분석한다는 점에서는 훨씬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control transcript 로부터 dispersion을 추정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housekeeping gene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입니다. Housekeeping gene은 세포들 사이에

서 발현양의 변화가 작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common dispersion으로 적합하다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샘플 A, 샘플 B를 한 sample의 replicates이라 하고 housekeeping 

gene으로는 EcMLST (http://www.shigatox.net/ecmlst/cgi-bin/scheme) 참조하여 common 

dispersion을 구합니다.  

CLRNAseq은 첫 번째 방법과 같이 경험적인 dispersion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두 번째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housekeeping gene만이 아닌 동일한 종에 

대한 dispersion은 유전자 별로 어느 정도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전체 유전자로 common 

dispersion을 구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Fisher Exact Test 와 Eas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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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Genome 중 Fold, log Fold 혹은 DEG 분석으로부터 관심을 갖게 된 유전자 Set을 

설정하였을 때 연구자는 하나의 Pathwa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2x2 Contingency table을 

완성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든 contingency table로부터 pathway의 gene-enrichment 

analysis를 할 수 있습니다. 

 Gene set Genome 

In Pathway A B 

Not in Pathway C D 

 

Fisher Exact Test 

Gene-enrichment analysis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통계적인 검정 방법으로는 Fisher 

exact test가 있습니다. Fisher exact test는 gene set과 genome이 In Pathway와 Not in 

Pathway라는 2개의 범주로 나뉠 수 있는 비율이 같다는 가설에 대한 검정법입니다. 

Fisher exact test에 대한 p-value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p =
#$%
#

&$'
&

(
#$&

=
a + b ! c + d ! a + c ! b + d !

a! b! c! d! n!
 

 

어떠한 pathway A의 Fisher exact test의 p-value가 0.008으로 계산되었다고 했을 때, 이

에 따른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유의수준 0.05 하에서 p-value는 유의수준

보다 작으므로 ‘연구자가 관심 있는 gene set이 이루고 있는 pathway의 비율이 전체 

genome이 이루고 있는 pathway의 비율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습

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pathway는 관심 있는 gene set에 대한 연관성이 더 높다고

(associated, enriched) 할 수 있다’ 라고 결정 할 수 있습니다. 

 

EASE Score 

Fisher exact test와 함께 CLRNASeq에 내장된 통계 검정법은 EASE Score입니다. EASE 

Score는 Fisher exact test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 (unstability)를 고려한 통계량인데, 예

를 들자면 아래의 2x2 Contingency table과 같습니다. 

 Gene set Genome 

In Pathway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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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 세부 설정 3: CORRECTION 

 

DEG 분석에서 혹은 pathway 분석에서는 동시에 많게는 4,000개 이상의 가설 검정 

(4,000개의 이상의 p-value)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gene 혹은 pathway 별

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p-value가 계산되어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자들은 multiple testing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false positive

가 많이 계산되는 것인데, 실제로 차이가 없는 유전자들이 있을 때 이것을 차이가 

있다고 판단 내리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의수준 0.05 (5 %) 하에서 올바른 의사 결정하는 확률은 0.95 

(95 %)입니다. 이 때, 의사 결정하려는 유전자들의 수가 10,000 개라고 하면 모든 

유전자들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확률은 “0.95 X 0.95 X ⋯”와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유의수준을 더 낮추거나, 계산된 p-value 를 낮추고자 하는 

Not in Pathway 205 13,473 

 

위의 경우, Fisher exact test의 p-value를 구하면 0.015가 됩니다. 하지만 관심 있는 gene 

set에서 pathway안에 있는 gene은 1개뿐입니다. 1개의 gene은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해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gene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좀 더 많은 gene이 포함되어 있는 pathway의 가중치를 두는 fisher exact test

가 필요하다고 하여 고안된 방법으로 구한 값이 EASE score 입니다. 위 예제에서 

EASE score를 구하게 되면 1이 나오게 되어 유의하던 pathway가 무의미하다고 의사결

정을 할 수 있습니다. EASE score는 아래의 2x2 contingency에서 A (Number of Gene Set 

in pathway)의 해당하는 도수에서 -1을 하여 Fisher exact test를 실시하면 구할 수 있습

니다. 

 Gene set Genome 

In Pathway A-1 B 

Not in Pathway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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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준에 맞춰서 높게 계산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multiple testing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enjamini-Hochberg 

correction, Bonferroni correction, Permutation test 등 p-value 를 보정하는 방법이 

연구되었으며, DEG 나 pathway 분석 패키지들은 이러한 보정된 p-value 들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정된 p-value 가 기본적인 가설검정에 대한 p-value 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지 않다고 보아 보정된 p-value 를 고려하지 않는 

관점도 있습니다. 

 

l FDR: Multiple testing Correction 을 위해 FDR 을 이용하여 보정된 p-value 를 

계산합니다. 

l FWER: Multiple testing Correction 을 위해 FWER 을 이용하여 보정된 p-

value 를 계산합니다. 

 

FDR 과 FWER 

FWER (Familywise error rate;  Bonferroni Correction) 

통계적인 가설검정에서 가설이 늘어나게 될 경우 기존의 가설이 참일 경우에도 이를 거

짓이라고 판별할 제 1종 오류가 발생하는데, 여러 가설들에 대해서 최소한 하나의 제 1

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Familywise error rate; FWER)을 계산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정된 p-value는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 

p&0112&32' = p1#4 ∗ n  
위의 식에서 n은 검정하고자 하는 가설의 개수 (예를 들어 검정하고자 하는 

gene의 개수) 입니다. Bonferroni correction의 장점은 계산하기 용이하다는 

점이지만, 매우 conservative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Bonferroni correction을 통해서유의하지 않다고 판정된 유전자가 실제로 정

말 유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통계학적으로 말하자면 

검정력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FWER 관점을 보완하는 FDR 방법이 

있습니다. 

 

FDR (False Discovery rate;  Benjamini-Hochberg Correction) 

FWER 관점에서, 가설이 늘어날 경우 false positive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앞에서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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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ED PATHWAYS 확인하기 

 

Pathway Enrichment Analysis 메뉴에서 DEG 분석으로 선택 된 유전자들이 특정 

pathway 를 지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는 p-value 를 사용하며, p-value 가 

낮을수록 DEG 분석으로 선택된 유전자들이 그 pathway 포함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Identified pathway panel 에는 p-value 가 낮은 순서에 따라 정렬되고, 

각 pathway 를 클릭 시, 선택한 pathway 의 정보가 우측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개의 pathway 에 대한 p-value 를 구할 때는 multiple comparison problem 

(다수의 sample 을 검증할 시 false positive 의 증가로 인해 p-value 값이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므로 다수의 pathway 를 검증 시에는 p-value 값을 보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정하는 방법으로는 Family-wise error rate (FWER)과 False discovery 

rate (FDR) 방법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이렇게 보정한 p-value 값이 adjusted p-value 

입니다. Pathway 분석시에는 보정된 p-value 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true positive와 false positive의 비를 고려하여 제안한 방

법이 FDR 관점에서의 correction 방법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Benjamini-Hochberg가 

제안한 방법인데,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p&0112&32',(8) = p1#4,(8) ∗ n/i  

위의 식에서 i는 기존 p-value의 순위입니다. 따라서 p-value가 가장 작은 것부

터 차례대로 보정한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FWER의 관점에 비해 유의

수준 (false positive)가 비교적 완만하게 줄어듦으로써 FWER의 단점을 보

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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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Identified Pathways panel 및 해당 pathway 적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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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ggNOG Browser 사용하기 
 

eggNOG는 모든 conserved genes을 homologous relationships에 따라 분류한 데이

터베이스입니다. 본 데이터베이스는 빠른 속도로 축적되어가는 genome sequences 

data로부터 최대한의 기능적, 진화적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Figure 28. eggNOG 분류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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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GNOG BROWSER 의 구성  

 

eggNOG browser는 gene의 function에 따라 나눈 eggNOG 정보를 바탕으로 각각의 

group들을 Enrichment Analysis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KEGG browser와 

마찬가지로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측의 eggNOG group을 선택하면 오

른쪽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Enrichment Analysis의 옵션은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이

를 통해 filtering 된 유전자들이 보라색으로 처리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Enrichment 

Analysis를 통해 filtering 된 유전자의 수는 좌측 패널 내 각 eggNOG category 명 

우측에 숫자로 표시되며, 두 샘플 비교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group들은 좌측 

하단의 패널에 p-value가 낮은 순서부터 listing 되어 있습니다. p-value가 낮은 값을 

가지는 eggNOG category일수록 샘플별 발현량 차이가 크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Figure 29. eggNOG Browser. 

DEG 메뉴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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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샘플을 비교 분석을 위한 세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패널입니다. 비교 

기준이 되는 샘플은 Control 항목에, 비교할 샘플은 Case 항목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선택된 두 샘플에서 다르게 발현된 유전자를 분석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normalization 값의 차이를 살펴보는 fold change 와 이 값을 log 값으로 나타낸 fold 

change (Log) 분석, 그리고 R 패키지의 DESeq2 와 edgeR 분석 등이 있습니다. 

 

Fold change 를 통한 DEG 분석에서는 기준 샘플과 비교할 샘플간의 normalization 

값의 차이를 배수로 설정하여 필터링한 분석을 제공해줍니다. DESeq2 와 edgeR 은 

각기 다른 유전자 발현량 표준화 및 분산추정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된 p-value 

값의 threshold 를 설정(주로 0.05)하여 발현량이 통계적으로 차이 나는 유전자를 

필터링해 표시해줍니다. 

 

l Fold Change: Control 샘플을 기준으로 한 배율 값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제공해줍니다. 이 비교를 이용해 적절한 유전자 세트를 얻기 위해서는 

하단의 Fold Min값을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l Fold Change (log): Control 샘플을 기준으로 한 배율 값을 log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을 제공해줍니다. 이 비교를 이용해 적절한 유전자 세트를 

얻기 위해서는 하단의 Fold Min(Log) 값을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l DESeq2: DESeq2 알고리즘을 통하여 추출된 값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제공해줍니다. 이 비교를 이용해 적절한 유전자 세트를 얻기 위해서는 

하단의 p-value threshold 값을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0.05). 

l edgeR: edgeR 알고리즘을 통하여 추출된 값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제공해줍니다. 이 비교를 이용해 적절한 유전자 세트를 얻기 위해서는 

하단의 p-value threshold 값을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0.05). 

 

ENRICHMENT ANALYSIS 메뉴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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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 분석으로 필터링한 유전자 set 의 category enrichment 는 Fisher Exact Test 와 

EASE Score 로 계산한 p-value 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fault 로 Fisher Exact 

Test 가 선택되어 있으며 이 외에 Fisher Exact Test 를 보정한 EASE Score 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Enrichment Analysis 에서 구한 p-value 에서 

adjusted p-value 로 구하는 알고리즘으로는 FDR (Benejamini-Hochberg)과 FWER 

(Bonferroni)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선택 후 우측의 [Refresh] 버튼을 누르면 

옵션이 반영되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ENRICHMENT ANALYSIS 세부 설정 1: ENRICHMENT 

 

여러 COG categories 중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category 들을 추출하여 

좌측 하단의 Identified category(ies) 패널에 표시합니다. 

 

l Fisher Exact Test: Fisher Exact Test 를 이용하여 유의미한 pathway 들을 

추출합니다. 이 비교를 이용해 적절한 유전자 세트를 얻기 위해서는 하단의 

p-value threshold 값을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0.05). 

l EASE Score: EASE Score 를 이용하여 유의미한 pathway 들을 추출합니다. 

이 비교를 이용해 적절한 유전자 세트를 얻기 위해서는 하단의 p-value 

threshold 값을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0.05). 

 

ENRICHMENT ANALYSIS 세부 설정 2: CORRECTION 

 

Multiple test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enjamini-Hochberg correction, Bonferroni 

correction, Permutation test 등 p-value 를 보정하는 방법이 연구되었으며, DEG 나 

pathway 분석 패키지들은 이러한 보정된 p-value 들을 제공해 줍니다.  

 

l FDR: Multiple testing Correction 을 위해 FDR 을 이용하여 보정된 p-value 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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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FWER: Multiple testing Correction 을 위해 FWER 을 이용하여 보정된 p-

value 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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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Gene Ontology Browser 사용하기 
CLRNASeqTM 의 Gene Ontology Browser 는 유전자의 기능별 분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GENE ONTOLOGY BROWSER 의 구성  

 
Gene Ontology Browser는 gene을 Biological Process, Cellular Component, Molecular 

Function 등의 기준에 따라 나눈 gene ontology (GO)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각각

의 group들에 대한 Enrichment Analysis 분석 결과는 해당 GO group을 클릭 시 우

측의 화면에 보여지며, 상단 우측에 위치한 Enrichment Analysis 메뉴에서 선택한 

설정에 따라 filtering 된 group들은 보라색으로 표시됩니다. 

 

 

Figure 30. Gene Ontology Browser 화면. 

유전자 분류기준 선택 및 결과 확인 

 

Gene ontology (GO)에서 유전자 분류 시 사용하는 Biological Process, Cellular 

Component, Molecular Function 등의 3 가지 기준 중 현재 분석에서 사용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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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분류 기준에 따라 하단에 표시되는 group 의 

ID 와 Term 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해당 group 이 유의미한 발현량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를 포함하는 경우, 붉은 색으로 표시됩니다. 

 

Figure 31. GO 분류 기준 선택 및 GO ID별 표시. 

 

DEG 옵션 사용하기 

 

선택된 두 샘플에서 다르게 발현된 유전자를 분석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normalization 값의 차이를 살펴보는 fold change, 이 값을 log 값으로 나타낸 fold 

change (Log) 분석, 그리고 R 패키지의 DESeq2 와 edgeR 분석 등이 있습니다. 

비교 기준이 되는 샘플은 Control 항목에, 비교할 샘플은 Case 항목에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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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두 샘플에서 유전자 발현량을 비교하여 주는 DEG 패널. 

 

Fold change 를 통한 DEG 분석에서는 기준 샘플과 비교할 샘플간의 normalization 

값의 차이를 배수로 설정하여 필터링한 분석을 제공해줍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normalization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추천하는 normalization 값이 붉은 글씨로 

표시됩니다. DESeq2 와 edgeR 은 각기 다른 유전자 발현량 표준화 및 분산추정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된 p-value 값의 threshold 를 설정 (기본값은 0.05)하여 

발현량이 통계적으로 차이 나는 유전자를 필터링해 표시해줍니다. 

 

l Fold Change: Control 샘플을 기준으로 한 배율 값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제공해줍니다. 이 비교를 이용해 적절한 유전자 세트를 얻기 위해서는 

하단의 Fold Min값을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l Fold Change (log): Control 샘플을 기준으로 한 배율 값을 log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을 제공해줍니다. 이 비교를 이용해 적절한 유전자 세트를 

얻기 위해서는 하단의 Fold Min (Log) 값을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l DESeq2: DESeq2 알고리즘을 통하여 추출된 값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제공해줍니다. 이 비교를 이용해 적절한 유전자 세트를 얻기 위해서는 

하단의 p-value threshold 값을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기본값은 0.05).  

l edgeR: edgeR 알고리즘을 통하여 추출된 값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제공해줍니다. 이 비교를 이용해 적절한 유전자 세트를 얻기 위해서는 

하단의 p-value threshold 값을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기본값은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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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CHMENT ANALYSIS 옵션 사용하기 

 

DEG 분석으로 필터링한 유전자 세트의 category enrichment 는 Fisher Exact Test 와 

EASE Score 로 계산한 p-value 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Fisher Exact 

Test 가 선택되어 있으며 이 외에 Fisher Exact Test 를 보정한 EASE Score 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Enrichment Analysis 에서 구한 p-value 에서 

adjusted p-value 로 구하는 알고리즘으로는 FDR (Benejamini-Hochberg)과 FWER 

(Bonferroni)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Figure 33. Enrichment Analysis 옵션 설정 패널. 

 

1. Enrichment 

 

여러 COG categories 중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category 들을 추출하여 

좌측 하단의 Identified category(ies) 패널에 표시합니다. 

 

l Fisher Exact Test: Fisher Exact Test 를 이용하여 유의미한 pathway 들을 

추출합니다. 이 비교를 이용해 적절한 유전자 세트를 얻기 위해서는 하단의 

p-value threshold 값을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기본값은 0.05). 

l EASE Score: EASE Score 를 이용하여 유의미한 pathway 들을 추출합니다. 

이 비교를 이용해 적절한 유전자 세트를 얻기 위해서는 하단의 p-value 

threshold 값을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기본값은 0.05). 

 

2.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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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test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enjamini-Hochberg correction, Bonferroni 

correction, Permutation test 등 p-value 를 보정하는 방법이 연구되었으며, DEG 나 

pathway 분석 패키지들은 이러한 보정된 p-value 들을 제공해 줍니다.  

 

l FDR: Multiple testing Correction 을 위해 FDR 을 이용하여 보정된 p-value 를 

계산합니다. 

l FWER: Multiple testing Correction 을 위해 FWER 을 이용하여 보정된 p-

value 를 계산합니다. 

 

IDENTIFIED CATEGORY (IES) 정보 보기 

 

DEG 및 Enrichment Analysis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를 포함하는 GO 

group 들은 좌측 하단에 위치한 Identified Category(ies) 패널에 p-value 가 낮은 

순서부터 표시됩니다. p-value 가 낮은 값을 가지는 GO category 일수록 샘플별 

발현량 차이가 크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Figure 34. Identified Category(ies) 패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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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NV/InDel report 사용하기 
 

CLRNASeqTM 의 SNV/InDel report 는 각 RNA-Seq 샘플들과 reference genome 의 

sequence 를 비교 분석하여 SNV 나 insertion, 혹은 deletion 이 발생한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SNV/INDEL REPORT 열기 

 

SNV 와 InDel 

SNV 는 single nucleotide variant 의 약자이다. Variant란 reference sequence 와 

비교했을 때 발견되는 single nucleotide 수준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며, SNV 는 

유전체 전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SNV 는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와 유사한 개념으로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두 용어의 

큰 차이는, SNP 가 population 단위에서의 비교를 통해 찾아낸 단일 염기서열 

변화를 의미한다면 SNV 는 reference 와 sample 간의 비교에서 확인된 단일 

염기서열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아무런 variant 가 없는 경우를 “no-call”이라고 칭하지만, reference genome 

상에 오류가 있다면 false-negative variant call 이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variant 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 단순히 reference sequence 와 동일하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켜 준다는 의미로 “reference cal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InDel 은 DNA 를 구성하는 염기 서열에 새로운 nucleotide 가 추가되는 

insertion 이나 기존의 nucleotide 가 사라지는 deletion 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DNA 

의 전체 길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존의 nucleotide 를 다른 것으로 치환하는 

point mutation 과 달리, InDel 은 기존 염기서열의 전체 길이에 변화를 유발한다. 

3 의 배수로 발생하지 않은 InDel 은 frameshift mutation 을 유발하므로, 기존과 

다른 단백질 서열을 만들어지거나 stop codon 의 위치가 바뀌는 등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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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상단 우측의 [SNA/InDel report] 아이콘을 클릭하여 로딩된 sample 전체 내의 

SNV 나 InDel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gure 35. SNV/InDel report 화면. 

 

SNV/INDEL REPORT 의 구성 

 

SNV/InDel report 는 불러들인 샘플들 내에서 발생한 모든 SNV/InDel 을 position 

별로 정리한 후 표로 보여줍니다. 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 이름 내용 

Scaffold 각 유전자가 속해있는 Scaffold 정보. 

Gene Gene 이름. 

Location Gene의 위치 

Product 각 유전자의 annotation된 protein 정보. 

Position Scaffold 상에서 SNV/InDel이 발생한 nucleotide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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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변화가 일어난 위치의 원래 nucleotide 정보. 

Alt. 바뀐 nucleotide 정보. 

Quality 해당 변화에 대한 quality 값. 

 

화면 하단의 [Export as Excel]을 클릭하시면 표의 내용을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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