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PO Sequence 컴퓨터소프트웨어

웨비나교육



오늘다룰주제

툴의목적

인터페이스내주요보기: 프로젝트홈, 프로젝트
세부정보

지원하는주요기능:

프로젝트및서열생성

생성서열목록데이터가져오기 – 다양한형식지원

서열목록데이터검증 – 검증보고서

프로젝트데이터추가 – 기능키및한정자

ST.26 준수서열목록생성

언어지원및기본설정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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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지않을주제

WIPO ST.26 소개에서다루는자료

이모듈을완료하지않은경우다음에서 WIPO Standard 

ST.26을참조하세요.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standards/en/pdf/03-

26-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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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ipo.int/export/sites/www/standards/en/pdf/03-26-01.pdf


WIPO Sequence의목적

2022 년 1월 1일부터국제, 국가또는지역레벨에서
제출된모든서열목록은 WIPO 표준 ST.26을준수해야
합니다.

WIPO ST.26 호환서열목록을작성하고검증하기위해
WIPO에서생성한공통데스크탑도구

전세계모든출원인들이동일한무료소프트웨어도구를
사용할수있도록 WIPO에서제작한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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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Sequence: 설치

WIPO Sequence는 MS Windows, Mac OSX 및 Linux 

운영체제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자동업데이트기능은새버전을사용할수있을때
사용자에게메시지를표시합니다.

모든설치패키지및사용자지원문서는 WIPO 

Sequence 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https://www.wipo.int/standards/en/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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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ipo.int/standards/en/sequence


WIPO Sequence: 중요사항

생성된모든서열목록과 WIPO Sequence에입력된
프로젝트데이터는로컬(사용자컴퓨터)에저장됩니다.

오프라인상태에서프로젝트를만들고서열목록을
생성할수있지만자동업데이트기능을사용하려면
인터넷에연결해야합니다.

WIPO Sequence의소스코드를제공하지않지만모든
출원인이무료로사용할수있도록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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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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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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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1)

프로젝트작성:

일반정보

서열

프로젝트검증

ST.26 서열목록생성

서열목록 (SL) 인쇄

ST.26 서열목록검증

사용자정의목록:

사용자지정유기체

개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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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2)
가져오기:

기존서열목록: ST.25 또는 ST.26

공통포맷: FASTA/raw/다중서열

기존 ST.26 프로젝트

도구기능:

환경설정

다국어지원

자동업데이트

도구의전체기능은 WIPO Sequence 매뉴얼에서
제공됩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standards/en/sequ

ence/wipo_sequence_manual_1_0_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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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ipo.int/export/sites/www/standards/en/sequence/wipo_sequence_manual_1_0_0.pdf


프로젝트생성(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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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세부정보추가: 일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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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세부정보추가: 새로운서열

프로젝트상세보기내에서서열을생성하거나서열을
프로젝트로가져올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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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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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뛴서열

ST.25에서와같이건너뛴서열은 ‘000’ 시리즈로
표시됩니다. 

건너뛴서열은아래확인란을선택하여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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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재정렬(데모)

16



기존서열목록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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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25 서열목록가져오기(1)
WIPO Sequence는 ST.25 형식의서열가져오기도
지원합니다.

가져온파일에서누락된 ST.26 필수필드는다음을
포함하여사용자가수동으로입력해야합니다:

SOURCE/source: 분자유형및유기체

기능(예 : CDS 기능)에대한필수한정자

부록 VII에제공된권고사항에따라구현(새로운물질을
추가하지않고 ST.25에서 ST.26으로변환하는데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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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는경우, WIPO Sequence는가져온데이터가
프로젝트에포함되기전에여러가지변경을수행합니다.

여기에는다음이포함됩니다:

• 모든 ‘u’ 잔기는 ‘t’로변환됩니다. 

• 분자유형 (i) ADN을 DNA로, (ii) ARN을 RNA로, (iii) 

PRT를 AA로대체

• '인공서열‘ 및지정된동등항목 (UC12, 5 단계
참조)을 '합성구조'로바꿉니다.

• '알수없음'(지정된동등항목)을 '미확인' 으로
바꿉니다. 

• 3글자코드의아미노산기호를 1글자코드로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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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25 서열목록가져오기(2)



FASTA 포맷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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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포맷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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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서열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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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목록가져오기(데모)



보고서가져오기(1)

가져오는동안변경, 오류또는경고가발생한경우가져
오기보고서가생성됩니다.

이보고서에제공된메시지는사용자가수동으로
입력해야하는특정서열을강조표시합니다.

가져오기보고서는분류, 관련 ST.25 태그, 사용자에대한
메시지및 SEQ ID를제공합니다.

메시지는다음중하나로분류됩니다(‘노트유형’):

• INDIVIDUAL: 가져온특정서열과관련됨

• GLOBAL: 가져온모든서열에영향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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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가져오기(2)

25



변경데이터보고서(1)

ST.25 서열목록가져오기중변경된사항에대한세부
정보

사용자가이러한세부정보를제공할것으로예상되는
가져오기보고서와대조됩니다.

원래 ST.25 태그와타겟 ST.26 태그, 적용된변환및관련
SEQ ID를나열합니다.

그러나이러한변환은원본콘텐츠를변경하지않습니다. 

예를들어, 't'로변경된 'u'는여전히 ST.26 프로젝트에서
우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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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데이터보고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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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목록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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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보고서: 오류및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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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경고메시지

경고 : 무시할수있지만직접검토를통해반드시
해결해야합니다.

오류 : 사용자가꼭해결해야합니다.

오류 / 경고의원인이었던서열내특정구성요소에대한
검증보고서의링크

이오류를보고서에서제거하려면프로젝트를다시
확인해야합니다.

이도구는확인보고서내에서사용자의진행상황을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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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보고서: 오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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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열목록검증(데모)



기능키및한정자추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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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키및한정자추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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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키및한정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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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능/ 한정자추가(데모)



허용가능한기능위치(1)

뉴클레오티드및아미노산서열에대한위치설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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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구문 설명

Single residue 

number 단일잔기
수

x 서열내의단일잔기를가리킵니다.

서열범위를
구분하는잔기수

x..y 시작및종료잔기를포함하여
경계에있는연속적인범위의잔기를
가리킵니다.

첫번째이전또는
마지막으로지정된
잔기수를초과하는
잔기

<x 

>x

<x..y

x..>y

<x..>y

지정된잔기또는잔기범위를
포함하고지정된잔기이상으로
확장되는영역을가리킵니다. 

'<‘and '>' 기호는단일잔기또는
잔기범위의시작및끝잔기수와
함께사용될수있습니다.



허용가능한기능위치(2)
뉴클레오티드서열만을위한위치설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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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구문 설명

인접한두뉴클레오티드
사이의부위

x^y 두개의인접한
뉴클레오티드사이의
부위, 예를들어내핵
분해절단부위를가리
킵니다. 인접한
뉴클레오타이드의위치
번호는캐럿 (^)으로
구분됩니다.



허용가능한기능위치(3)

아미노산서열만을위한위치설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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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구문 설명

체인내교차링크로결합
된잔기수

x..y "CROSSLNK“ 또는
"DISULFID"와같이사슬
내교차연결을나타내는
기능과함께사용될때
사슬내연결로결합된
아미노산을가리킵니다.



복잡한기능위치
(뉴클레오타이드서열만해당)

Location syntax Location description 

join(location,location,...,location) The indicated locations are joined (placed end-to-
end) to form one contiguous sequence. 

 
order(location,location,...,location) The elements are found in the specif ied order but 

nothing is implied about w hether joining those 
elements is reasonable. 

complement(location) Indicates that the feature is located on the strand 
complementary to the sequence span specif ied 
by the location descriptor, w hen read in the 5’ to 

3’ direction or in the direction that mimics the 5’ to 
3’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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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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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지정유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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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언어(1)
WIPO Sequence는 10개의 PCT 언어각각으로모든라벨
및알림메시지를제공합니다. :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한국어및일본어

인터페이스의언어는화면의오른쪽상단모서리에서
설정할수있습니다(다음페이지참조).

기본 GUI 언어는 'Preferences'에서설정할수있습니다.

검증보고서도이언어로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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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언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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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정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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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텍스트한정자: 정의및사용

자유텍스트 : "설명텍스트구문또는기타지정된
형식으로표시되는특정한정자에대한값형식의한
유형입니다."– WIPO ST.26

두가지유형중하나 :

• 언어에따라다름 (번역이필요할수있음) 예:note/NOTE

• 언어독립적 (예 : allele)

1000자를초과할수없음

WIPO ST.26 Annex I 섹션 6 및 8 참조 : 언어종속자유
텍스트한정자의전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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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텍스트한정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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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텍스트한정자: XL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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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26 서열목록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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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Listing Information:

DTD Version: V1_3

File Name: Insecticidal Proteins SL

Software Name: WIPO Sequence

Software Version: 1.1.0-beta.5

Production Date: 2021-04-08

General Information:

Current application / IP Office: IB

Current application / Application number: PCT/IB2021/000021

Current application / Filing date: 2021-04-07

Current application / Applicant file reference: WIPO-Insect-Demo

Earliest priority application / IP Office: IB

Earliest priority application / Application number: PCT/IB/2020/000045

Earliest priority application / Filing date: 2020-04-06

Applicant name: Merck Sharpe and Dohme Corp.

Applicant name / Language: en

Invention title: Insecticidal proteins and methods of their use ( en )

Sequence Total Quantity: 32

Sequences: 

Sequence Number (ID): 1

Length: 440

Molecule Type: AA

Features Location/Qualifiers:

- SOURCE, 1..440

> MOL_TYPE, protein

> ORGANISM, Homo sap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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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편한 ST.26 서열목록형성: TXT



보기편한 ST.26 서열목록형성: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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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

WIPO 표준 ST.26: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standards/en/pdf/03-

26-01.pdf

WIPO 서열홈페이지: 

https://www.wipo.int/standards/en/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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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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