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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서열 버전 1.1.0 

사용자 매뉴얼 

이 문서의 목적은 WIPO 서열 데스크탑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본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사항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사용자는 서열 목록을 포함하는 특허 출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특허 출원인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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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1.1 개요 

WIPO 서열은 사용자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데스크탑 도구이다: 

(i)  WIPO 표준 ST.26 을 준수하는 XML 형식의 서열 목록을 작성/편집한다 (ii) WIPO ST.26 

요건에 대한 XML 형식의 서열 목록의 준수를 검증한다. 

WIPO 표준 ST.26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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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대리인으로서 WIPO 서열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도구의 

전체 기능 목록은 이 문서의 섹션 2에서 찾아볼 수 있다.  

1.2 시스템 요구 사항 

WIPO 서열 도구는 다음 운영 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Windows 10 버전 1803 (32- 및 64-비트 버전) 

 Linux: Ubuntu 버전 18.04 및 CentOS 7 버전 1804 

 MacOS 버전 10.13 (64 비트 버전) 

위의 이러한 버전 외에, 다음 운영 체제도 지원한다: 

 Windows 7 이상 (32 비트 및 64 비트 모두) 

 Ubuntu 버전 12.04 및 최신 버전 

 MacOS 버전 10.9 (64 비트 버전) 

WIPO 서열 도구는 다음 최소 하드웨어 사양을 필요로 한다: 

 CPU: 1.6 GHz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standards/en/pdf/03-26-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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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M: 4 Gb 

 무료 하드 디스크: 1 GB (서열 목록 정보를 저장하는데 추가 HD가 필요할 수 있음) 

 화면 해상도: 1366x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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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설치 

1.2.1.1 Windows 

WIPO 서열은 Windows 32- 및 64-비트 버전 모두에 대한 단독 설치 파일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설치 마법사에 표시된 프로세스를 따라야 한다.  

사용자에게 성능 문제가 있거나, 32 비트 버전 사용시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도구의 로그와 함께 프로젝트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다음 위치에 

저장한다: 

C:\Users\<user>\AppData\Roaming\ST26_authoring 

응용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거나 설치 제거될 때, 이들 파일은 제거되지 않으므로, 응용 

프로그램이 다시 설치되면 프로젝트 데이터는 여전히 남아 있다. 

1.2.1.2 리눅스 

WIPO 서열은 CentOS 및 Ubuntu를 포함한 대부분의 Linux 배포판에서 실행될 "AppImage" 파일 

(https://appimage.org/)로서 제공된다.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자는 이를 두 번 클릭하여 

파일을 실행하거나 명령행을 사용하여 실행할 수 있다. 

처음에, 데스크탑의 바로가기를 생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선택하라는 메세지가 사용자에게 

표시된다. 

1.2.1.3 OSX 

WIPO 서열은 MacOS 64-비트 운영 체제에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dmg" 파일을 

제공한다. 이를 설치하려면, 사용자는 파일을 두 번 클릭하고 마법사를 따라야 한다. 

도구의 로그와 함께 프로젝트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다음 위치에 

저장한다: 

/Users/<username>/Library/Application Support/ST26_authoring 

https://appimage.org/


WIPO 서열 사용자 매뉴얼 페이지 4 

 

 2021년 7월 

 

응용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거나 설치 제거될 때, 이들 파일은 제거되지 않으므로, 응용 

프로그램이 다시 설치되면 프로젝트 데이터는 여전히 남아 있다. 

1.2.1.4 자동 설치 

WIPO 서열은 설치 중에 다음 플래그를 사용하여 자동 설치를 지원한다 (.exe 설치 프로그램 파일 

사용): 

 /S: 자동 설치 실행 

 /allusers : 데스크탑 컴퓨터의 모든 Windows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구를 설치한다 

(관리자로 로그인할 경우에는 실행해야 함). 

 

1.2.2 설치 제거 

1.2.2.1 Windows  

WIPO 서열은 Windows의 "프로그램 추가 또는 제거" 옵션에서 실행될 수 있는 설치 제거 마법사를 

제공한다.  

로그 파일 및 프로젝트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파일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다음 폴더를 

삭제해야 한다: 

C:\Users\<user>\AppData\Roaming\ST26_authoring 

1.2.2.2 리눅스 

Linux "AppImage" 파일을 제거함으로써, 응용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설치 제거된다. 또한, 그 

위치에서 데스크탑 파일을 삭제하여 메뉴 항목을 제거할 수 있다:  

$HOME/.local/share/applications/. 

로그 파일 및 프로젝트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파일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다음 폴더를 

삭제해야 한다: 

/Users/<username>/.config/ST26_auth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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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OSX 

응용 프로그램 섹션 아래의 OSX에 있는 파인더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 제거할 수 있다. 

로그 파일 및 프로젝트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파일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다음 폴더를 

삭제해야 한다: 

/Users/<username>/Library/Application Support/ST26_authoring 

 

 

 

 

 

1.2.3 자동 업데이트 처리 

도구를 연 후,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업데이트가 발견되면, 사용자에게 알려 새 

버전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도록 한다. 

참고:  

자동 업데이트를 사용하려면,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도구는 HTTP를 통해 WIPO 웹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참고로 사용자로부터 WIPO 업데이트 서버로 정보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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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구 기능 

이 섹션에서는 도구의 현재 버전인 버전 1.0.0에서 도구로 구현되는 모든 기능을 간략히 설명한다. 

기능 목록은 여기에 알파벳순으로 제공된다.  

ID 기능 

1 시스템의 생물명 목록에 사용자 정의 생물명 및 설명을 추가한다 

2 프로젝트에 발명의 명칭 및 해당 언어 코드를 추가한다 

3 프로젝트에 응용 프로그램 정보 (현재 또는 이전 응용 프로그램)를 추가한다 

4 특징 정보를 서열에 추가한다 

5 소스 특징 및 이의 필수 한정어를 서열에 추가한다 

6 이 시스템에 저장된 생물명 목록에 새 생물명을 추가한다 

7 특징에 한정어 정보를 추가한다 

8 프로젝트에 서열 목록 일반 정보 데이터를 추가한다 

9 서열 이름을 선택된 서열에 추가한다 

10 생성되는 서열 목록에 서열이 나열될 순서를 변경한다 

11 하나의 서열 목록과 관련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작업공간을 생성한다 

12 서열 데이터 구조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이의 속성을 입력으로 수신한 ST.26 서열 데이터 

XML 노드에서 얻은 값으로 설정한다 

13 목록의 다른 위치에 서열을 작성하고 삽입한다 

14 선택된 CDS 특징 및 이와 연관된 번역 서열에 대한 번역 한정어를 작성한다 

15 새로운 개인 또는 조직 명칭을 작성한다 

16 서열을 삭제한다 

17 생성된 서열 목록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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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열 가져오기 시에 변경된 데이터를 표시한다 

19 "한정어" 데이터 구조의 인스턴스의 속성을 편집한다 

20 프로젝트의 속성을 편집한다 

21 서열의 속성을 편집한다 

22 "특징" 데이터 구조의 인스턴스의 속성을 편집한다 

23 선택된 검증 규칙을 사용할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없다  

24 XLIFF 형식의 변환을 위해, 자유 텍스트 한정어를 내보낸다 

25 프로젝트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내보냄으로써, 이것을 나중에 시스템의 동일하거나 상이한 

인스턴스로 가져올 수 있다 

26 사용자 정의 생물명 목록을 나중에 이 시스템의 상이한 인스턴스로 가져올 수 있는 파일로 

내보낸다 

27 생성된 서열 목록을 사용자가 읽을 수 있는 형식(.html & .txt)으로 내보낸다 

28 서열 목록을 생성한다 

29 파일에서 사용자 정의 생물명 목록을 가져온다 

30 프로젝트 파일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온다  

31 ST.25 서열 목록 파일의 데이터를 새로 작성된 프로젝트로 가져온다 

32 ST.26 서열 목록 파일의 데이터를 새로 작성된 프로젝트로 가져온다 

33 데이터를 FASTA 파일에서 기존 프로젝트로 가져온다 

34 다중 서열을 파일로부터 "한 번에" 가져온다 

35 다른 프로젝트 (원래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현재 프로젝트 (대상 프로젝트)로 가져온다 

36 다중-서열 형식 서열을 구문 분석하고 검토하여 4개 부분(서열 이름, 분자 유형, 유기체 및 

잔기)을 돌려보낸다 

37 프로젝트 또는 생성된 ST.26 서열 목록에서 데이터를 인쇄한다 

38 선택된 특징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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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시스템에 유효하지 않은 기호가 포함된 일련의 잔기를 제공하고 검증 후 올바르지 않은 잔기를 

보고한다 

40 가져오기 시에 변경된 데이터를 기록하여, 가져오기 후 원래 데이터와 변경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다  

41 프로젝트에서 서열과 연관된 모든 데이터를 제거하고 나머지 서열의 번호를 상응하게 다시 

매긴다 

42 서열의 "INSDQualifierMolType" 속성을 사전 정의된 값 중 하나로 설정한다 

43 시스템 환경 설정 (행 당 표시되는 최대 잔기 기호의 수 등)을 설정하고 저장한다 

44 출원인 또는 발명자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명칭, 해당 언어 코드 및 라틴 문자로 번역 또는 

음역 (해당되는 경우), 주소 등)를 시스템에 저장하여 나중에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45 지정된 유전자 코드 테이블 번호에 따라 핵산 서열을 번역한다 

46 ST.26 서열 목록 파일을 확인하고 이슈를 경고 및 오류 메시지를 포함하는 검증 보고서로 

나열한다; 

47 프로젝트에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슈를 경고 및 오류 메시지를 포함하는 검증 보고서로 

나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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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구 개요 

3.1 도구 주요 요소 

이 섹션에서는 도구의 주요 요소를 자세히 설명한다.  이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목적은 사용자가 

데스크탑 도구 내에 제공되는 공통 구성요소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다. 

3.1.1 페이지 

페이지는 도구 내의 보기에 대한 주요 컨테이너이다. 보기를 포함하는 2개의 주요 페이지가 그 

안에 있다: 

 주요 페이지 

o 프로젝트 목록 보기 

o 개인 및 조직 보기 

o 사용자 정의 유기체 보기 

o 환경 설정 보기 

 프로젝트 페이지 (프로젝트 보기에서 액세스 가능) 

o 프로젝트 세부사항 보기 

o 검증 보고서 보기 

o 자유 텍스트 한정어 보기 

o 보고서 가져오기 보기 

o 서열 목록 표시하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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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기본 페이지  

3.1.2 보기 

동일한 페이지 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 표시를 보기라고 명명한다. 

 

3.1.3 섹션 

일부 보기는 섹션을 가질 수 있다.  섹션은 큰 보기의 여러 부분을 구분하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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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프로젝트 세부사항 보기 

 도 2에 표시된 프로젝트 세부사항 보기 내에, 2개의 접을 수 있는 섹션이 있다: 일반 정보 & 서열. 

프로젝트 세부사항 보기의 상단에는, 사용자를 해당 섹션으로 이동시키는 2개의 링크가 있다 (1); 

각 섹션은 탐색의 편의를 위해 접을 수 있다 (왼쪽에 작은 삼각형으로 표시됨) (2); 사용자는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젝트 세부사항 보기의 상단으로 스크롤할 수 있다 (3).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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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오버레이 

패널을 채우거나 수정해야 하는 경우, 가끔 오버레이가 현재 보기에 나타나서, 도 3에서 캡처된 다음 

예시에 표시된 대로 배경을 비활성화한다. 도 3 

 

도 3 오버레이 

오버레이가 보이는 경우, 오버레이 뒤의 모든 요소는 작동하지 않으며, 관심 항목만을 수정할 수 

있다. 

3.1.5 표  

 

도 4 표 

표의 예는 도 4에 표시된다. 표에 대한 검색이 활성화되면, 사용자는 일부 검색 데이터를 입력하고 

검색 바 (1)의 오른쪽에 있는 검색 아이콘을 클릭할 수 있다. 표 내의 전체 요소 목록으로 돌아가려면 

검색 입력 상자를 지우고 검색 아이콘 (1)을 클릭한다.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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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모든 항목이 한 페이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표의 행 

페이지를 탐색할 수 있다 (2). 표에서 항목을 삭제하려면, 해당 행의 오른쪽에 있는 휴지통 아이콘 

(3)을 클릭하면 된다. 표 항목의 편집 보기를 열려면, 사용자가 행에서 밑줄로 표시된 값을 클릭해야 

한다 (밑줄은 클릭할 수 있음을 나타냄)(4). 

 

 

도 5 표 편집 

이 항목을 선택하면, 오버레이가 화면에 나타나고 편집 가능한 패널이 표 아래에 열린다. 

3.1.6 패널 보기 

패널 보기는 데이터 그룹을 표시한다.  패널 보기의 항목은 여러 열에 분산될 수 있다.  각 항목은 

라벨 및 (선택) 값을 갖는다.  

 

도 6 패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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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에 표시된 대로, 패널 보기에서 연필 아이콘 (1)을 가진 버튼을 클릭하면, 패널 보기가 패널 

편집으로 대체된다.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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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패널 편집 

패널 편집이 열리면, 수정할 수 있는 필드가 사용자에게 표시된다. 사용자가 값 편집을 마치면, 

"저장" (1) 또는 "취소" (2) 버튼을 각각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하거나,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도 

7에 도시됨).도 7 

참고: 

표시 전용이고 수정할 수 없는 필드는 회색으로 표시된다. 

 

도 7 패널 편집 

3.1.8 날짜 선택기 

사용자가 날짜를 입력해야 할 때마다 날짜 선택기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달력 아이콘 (1)을 

클릭하여, 도 8에 표시된 대로, 날짜 선택기 구성요소를 연다 (2).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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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날짜 선택기 

현재 선택된 날짜는 회색 배경으로 표시되고 (22nd), 사용 날짜는 검정색 밑줄로 표시된다 (26th). 그 

주의 시작일은 일요일인 것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사용자는 또한 원하는 날짜를 적절한 형식으로 간단히 입력할 수 있다 ("YYYY-MM-DD") 

(3). 

3.2 PDF 리더 

사용자가 특정 서열 목록에 대한 검증 보고서, 가져오기 보고서 또는 프로젝트 정보를 인쇄하면, 

PDF 파일이 생성되어 PDF 리더에서 열린다.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저장하려면, 사용자가 도 9 에 

표시된 뷰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아이콘 (1)을 클릭해야 한다.도 9 

 

도 9 PDF 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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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키보드 탐색 

WIPO 서열은 기본 키보드 탐색을 지원한다. 'TAB' 키는 항목간 이동하는데 사용하고, 'SPACE' 키는 항목을 

선택하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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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페이지 

도구의 주요 페이지는 3개의 주요 보기로 구성된다: 

프로젝트 보기 (도 10), 개인 & 조직  보기 (도 11) 및 유기체 보기 (도 12). 

 

도 10 프로젝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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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개인 & 조직 페이지 

 

 

도 12 유기체 보기 

4.1 프로젝트 보기 

이 섹션에서는 프로젝트 보기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여러 옵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프로젝트는 도구가 서열 목록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오브젝트 

구조이다.  이 데이터가 WIPO 표준 ST.26을 준수하는 것으로 검증되면, 도구는 프로젝트에 저장된 

데이터를 생성된 서열 목록 내의 값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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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프로젝트 작성 

새 프로젝트를 작성하려면, 사용자는 주요 프로젝트 목록 보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도 13 참조).도 

13 

 

도 13 새 프로젝트 (a) 

 

1)  도 13에 표시된 보기의 상단에 있는 "새 프로젝트" 링크를 클릭한다. 다음 보기에서, 도구는 명칭 

(필수) 및 설명 (선택)을 요청한다.도 13 

 

도 14 새로운 프로젝트 (b) 

2) 명칭 필드에 값을 입력하면, 사용자가 새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 버튼이 

활성화된다. 새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목록이 도 15 에 표시되어 있다.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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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 새 프로젝트 (c) 

4.1.2 프로젝트 가져오기 

이 기능을 사용하면 5.1.1.4 프로젝트 내보내기에 설명된 대로 이전에 내보낸 프로젝트의 도구를 

가져올 수 있다. 프로젝트 파일을 가져오려면 사용자가 프로젝트 목록 보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도 16 프로젝트 가져오기 

1)  도 17에 지시된 대로 보기의 상단에 있는 "프로젝트 가져오기" 링크를 클릭한다.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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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 프로젝트 가져오기 대화 상자 

2)  도 17에 표시된 오버레이 화면에서, "업로드 파일 [.zip]" 버튼 (1)을 클릭한다.도 17 

3) 가져올 프로젝트 파일을 선택한 후 (2 & 3),  도 18에 표시된 대화 상자를 연다.도 18 

 

도 18 프로젝트 서열 선택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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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열 범위 선택"을 체크하지 않으면, 모든 서열을 가져온다. 사용자가 프로젝트로 가져올 

서열을 선택하려면, "서열 범위 선택" 체크박스 (1)에 체크하고 원하는 서열의 ID 번호를 도 

18에 표시된 적절한 필드에 입력한다 (2). 단일 서열 뿐만 아니라 콤마로 분리된 서열 목록 

또는 x-y 형식의 서열 범위를 입력할 수 있다.도 19 

예시: "1, 3, 7, 13-20, 30-50" 

5) 최종 단계는 도 18에 표시된 대로 파란색 "프로젝트 가져오기" 버튼 (3)을 클릭하는 것이다.도 19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가져오면, 다음 파란색 배너와 메시지가 보기의 상단에 나타난다. 

 

도 19 프로젝트 배너 가져오기 

알려진 문제: 시스템은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중에 예기치 않은 많은 오류를 생성한다: 오류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코드에 오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오류는 대부분 도구가 작동이 

멈춰서 발생한다. '다시 시도' 메시지를 추가할 것을 제안. 

4.1.3 서열 목록 가져오기 

프로젝트 보기에서, 사용자는 ST.26 또는 ST.25 준수 서열 목록에서 서열 정보만을 가져올 수 있다. 

각각의 파일 형식은 ST.26 형식의 경우 *.xml 및 ST.25 파일의 경우 *.txt이다. 

1) 먼저, 도 20에 표시된 보기의 상단에 있는 “서열 목록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한다. 

 

도 20 서열 목록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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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버레이가 열리면, "업로드 파일 ST.25 [.txt] 또는 ST.26 [.xml]" 버튼 (1)을 클릭하고, 열린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서열 목록 파일을 선택한다 (2). 이후 "프로젝트 이름" 필드에 제공된 

이름으로 작성되는 새 프로젝트의 이름을 입력한다 (3). 

 

도 21 서열 목록 가져오기 (대화 상자) 

도 22에 표시된 2개의 기본 체크박스에서 사용자는 새 프로젝트로 가져올 섹션들, 즉, “서열 

범위 선택” 및 “가져오려는 일반 정보 내용 선택”을 지정할 수 있다.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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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 서열 목록 가져오기, 범위 선택 

첫 번째 체크박스에서 사용자는 서열 목록에서 가져오려는 특정 서열을 입력할 수 있다.  

단일 서열 뿐만 아니라 콤마로 분리된 서열 목록 또는 x-y 형식의 서열 범위를 입력할 수 

있다. 

예시: "1, 3, 7, 13-20, 30-50" 

도 22에 표시된 표는 2개의 열을 가지며, 하나는 해당 서열을 확인하는 서열 ID 번호를 

제공하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서열 목록에서 나타날 "위치"를 제공한다.도 22 



WIPO 서열 사용자 매뉴얼 페이지 26 

 

 2021년 7월 

 

 

도 23 서열 목록 가져오기, 일반 정보 선택 

위의 도 23 에 표시된 대로, 두 번째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사용자가 가져오거나 무시할 속성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체크박스 목록이 활성화된다.도 23 

3) 마지막으로, 파란색 "프로젝트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새 프로젝트를 작성한다. 

서열 목록을 올바르게 가져온 경우, 이것을 ST.26의 요건에 적응시키기 위해, 도 24 에 표시된 변경 

데이터 표가 표시되어 사용자에게 ST.25, 다중-서열 및 원시 서열 목록 데이터에 대한 자동 변경 

사항을 알려준다.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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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 서열 목록 가져오기, 데이터 변경 

파일 형식이 ST. 25인 경우, 보고서 가져오기 보기에는 변경 데이터 표 뿐만 아니라 가져오기 

보고서 표가 먼저 포함된다. 변경 데이터 보고서의 예시가 도 24 에 표시되고 예시 가져오기 

보고서가 도 25에 표시된다. 

 

도 25 서열 목록 가져오기, 보고서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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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 사용자는 프로젝트 보기로 돌아가거나 (2) 이러한 변경의 보고서를 PDF 형식으로 

인쇄할 수 있다 (1): 도 25 참조.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사항은 섹션 3.2 를 참조한다. 

반대로, 서열 목록 파일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져오기 프로세스가 실패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져오기를 시도한 후, 사용자에게 가져오기 중에 오류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빨간색 배너가 

통지된다 (도 26 참조).  

 

 

도 26 ST.26 서열 목록 가져오기, 보고서 가져오기 

 

 

서열 목록을 가져오기 위해, ST.26 파일은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 UTF-8로 인코딩되어야 하며 XML 1.0 사양에 따라 유효한 문자를 포함해야 한다1 

                                                      

 

 

 

1 https://www.w3.org/TR/2006/REC-xml-20060816/Overview.html#charsets 참조. 

https://www.w3.org/TR/2006/REC-xml-20060816/Overview.html#char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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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DOCTYPE 라인을 포함해야 한다:  

<!DOCTYPE ST26SequenceListing PUBLIC "-//WIPO//DTD Sequence Listing 1.3//EN" 

"ST26SequenceListing_V1_3.dtd"> 

- 속성 dtdVersion은 DTD 버전을 준수해야 한다: 

<ST26SequenceListing dtdVersion="V1_3"… 

- 파일은 DTD 파일 ST26SequenceListing_V1_3.dtd를 준수해야 한다. 

4.1.4 서열 목록 검증 

사용자는 도 27에 표시된 프로젝트 보기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서열 목록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ST.26 서열 목록 파일을 검증할 수 있다. 

 

도 27 서열 목록 검증 

이어서, 사용자는 “업로드 파일 ST.26 [.xml]” 버튼 (1)를 클릭한 후, 대화 상자에서 파일을 선택해야 

한다 (2). 

마지막으로, 도 28에 표시된 “서열 목록 검증” 버튼 (3)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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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8 서열 목록 검증 (대화 상자) 

서열 목록이 검증을 통과하면, 도 29에 표시된 대로 배너가 나타난다. 

 

도 29 서열 목록 검증, 배너 성공 

서열 목록이 검증에 실패하면, 도 30과 같이 표에 검증 오류가 나열된 검증 보고서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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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 서열 목록 검증, 검증 오류 표 

사용자가 파일을 다른 위치에 복사하려는 경우 HTML 파일의 위치가 사용자 브라우저의 탐색 

바(1)에 표시된다. 

사용자는 형식이 올바르게 표시되게 하려면 컴퓨터에서 IE 브라우저의 ActiveX 컨트롤 같은 내부 

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형식을 올바르게 로드하려면 '차단된 콘텐츠 허용'을 

클릭해야 한다. 

 

서열 목록의 검증을 위해, ST.26 파일이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 UTF-8로 인코딩되어야 하며 XML 1.0 사양에 따라 유효한 문자를 포함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DOCTYPE 라인을 포함해야 한다:  

<!DOCTYPE ST26SequenceListing PUBLIC "-//WIPO//DTD Sequence Listing 1.3//EN" 

"ST26SequenceListing_V1_3.dtd"> 

- 속성 dtdVersion은 DTD 버전을 준수해야 한다: 

- 파일은 DTD 파일 ST26SequenceListing_V1_3.dtd를 준수해야 한다. 

 
 

4.1.5 프로젝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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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삭제하기 위해, 도 31에 도시된 프로젝트 뷰에서 시작해야 한다.도 31 

 

도 31 프로젝트 삭제 

사용자가 삭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보기 표 내의 행에서 휴지통 아이콘이 있는 버튼을 클릭한다. 

 

 

도 32 프로젝트 삭제 (확인) 

팝업에서 "삭제" 를 클릭하여 선택한 프로젝트를 삭제할 것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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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개인 & 조직 

4.2.1 생성 

새로운 개인 또는 조직을 작성하려면, 사용자는 개인 & 조직 보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도 33 새로운 개인/조직 작성 

먼저, 사용자는 도 34에 표시된 대로, 보기의 상단에 있는 “새로운 개인 또는 조직 작성” 링크를 

클릭해야 한다. 

 

 

도 34 새로운 개인/조직 패널 작성 

새 보기에서, 사용자는 적어도 새로운 개인/조직의 세부사항에 해당하는 필수 필드 ('*'로 표시됨)를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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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조직의 명칭이 라틴 문자가 아닌 경우, 명칭의 라틴 버전을 "라틴어 명칭" 필드에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ST.26 서열 목록이 생성될 때 검증되지 

않는다.  

 
 
 

4.3 사용자 정의 유기체 

사용자 정의 유기체를 작성, 편집, 가져오기, 내보내기 또는 삭제하려면, 사용자는 유기체 보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4.3.1 사용자 정의 유기체 작성 

 

도 35 새로운 유기체 작성 

새로운 사용자 정의 유기체를 작성하려면, 도 35에 표시된 보기의 상단에 있는 “새로운 유기체 

작성” 링크를 클릭한다. 다음 화면에서 (도 36), 새로운 유기체의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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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6 새로운 유기체 작성 (서식) 

4.3.2 사용자 정의 유기체 내보내기 

도구에 저장된 모든 사용자 정의 유기체 및 해당 설명을 내보내고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여 도구 

외부에서 수정하거나 나중에 가져올 수 있다. 이 목록을 내보내려면 도 37에 강조표시한 '사용자 

정의 유기체 내보내기'를 선택하여 시작한다. 

 

도 37 사용자 정의 유기체 내보내기 

이어서, 사용자가 파일 이름 및 원하는 파일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린다, 도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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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8 사용자 정의 유기체 대화 상자 내보내기 

내보내는 파일은 편집할 수 있고 도구로 가져올 수 있는 유기체의 이름 및 설명을 모두 포함하는 

txt 파일이다 (도 39 참조). 

 

도 39 사용자 정의 유기체 파일의 예시  

  

4.3.3 사용자 정의 유기체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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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0 사용자 정의 유기체 가져오기 

먼저 사용자 정의 유기체 목록을 가져오려면, 도 40에 표시된 대로, 사용자가 보기의 상단에 있는 

“사용자 정의 유기체 가져오기” 링크를 클릭해야 한다. 그러면 도 41과 같이 유기체 표 아래에 

오버레이가 열린다. 

 

도 41 사용자 정의 유기체 가져오기 (대화 상자) 

1) “업로드 파일 [.txt]” 버튼 (1)을 클릭한다 

2) 대화 상자 내에서 사용자 정의 생물명을 갖는 파일 (2)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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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으로, 파란색 “사용자 정의 유기체 가져오기” 버튼 (3)을 클릭한다 

참고: 

가져오려는 파일은 일반 텍스트 (UTF-8)의 사용자 정의 생물명 목록을 갖는 텍스트 파일 (* .txt)이며, 각 항목은 새 줄에 표시된다. 

 
 

4.4 시스템 환경 설정 

시스템 환경설정 보기에서는 WIPO 서열의 여러 구성 매개변수를 수정할 수 있다. 이 매개변수는 

도구에서 작성되거나 편집된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도 42 참조). 

 

 

도 42 시스템 환경 설정의 요약 

 

시스템 환경설정을 수정하려면, 사용자가 위에서 표시된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도 43에 표시된 

패널 편집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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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3 시스템 환경 설정의 구성 

 

 

 

이 보기에서 수정할 수 있는 구성 항목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시할 잔기 기호의 최대 수.  이 매개변수는 서열을 표시할 때 행 당 표시될 잔기의 수를 

설정한다: 기본값은 60개 잔기이다; 

 ST.26 서열 목록 파일 (.xml)이 생성되는 기본 위치; 

 인쇄하기 위한 최대 서열의 수 (모든 경우 비어 있음): 기본값은 1000개 서열이다; 

 인쇄하기 위한 최대 잔기 수 (모든 경우 비어 있음): 기본값은 1200개 잔기이다. 

 최초 자유 텍스트 언어 코드 기본값: 선택됨 

 XQV_49 사용 안함: 선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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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인터페이스 언어: 영어 

 

참고: 

3번째와 4번째 항목은 프로젝트를 PDF로 인쇄할 때 관련이 있다. 매우 큰 서열 목록의 경우, 결과적인 PDF는 수천 페이지이고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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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페이지 

프로젝트 페이지는 도 44 와 같이 워크플로우의 여러 부분 사이를 탐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6개의 보기를 포함한다:  

1. 프로젝트 세부사항 보기 (1) (프로젝트 이름으로 표시됨),  

2. 검증 보고서 보기 (2),  

3. 자유 텍스트 한정어 보기 (3),  

4. 보고서 가져오기 보기 (4),  

5. 서열 목록 표시하기 보기 (5) 및  

6. 도움말 메뉴 

7. 환경 설정 보기 (6). 

 

도 44 프로젝트 페이지 헤더 

프로젝트 보기(기본 홈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사용자가 헤더의 오른쪽 끝에 있는 "프로젝트 

홈으로 돌아가기" 버튼(8)을 클릭할 수 있다. 

5.1  프로젝트 세부사항 

5.1.1 기본 정보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정보가 포함된 표는 도 45에 표시된 프로젝트 세부사항 보기의 상단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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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은 다음을 포함한다: 

 프로젝트의 명칭 

 작성 날짜 

 프로젝트 상태 (가능한 값: ‘new’/’modified’/’generated’/’invalid’/’valid’/’warnings’) 

 가져온 파일의 이름 (프로젝트를 가져온 경우) 

 프로젝트 설명 

 서열의 수 (라벨링됨: '서열') 

 자유텍스트 한정자에 대한 출발어 코드 

 비영어 자유텍스트 언어 코드 

 최초 자유텍스트 언어 코드 

 CDS 특징이 작성될 때 번역 한정어 자동 추가  

 

도 45 기본 정보 섹션 

5.1.1.1 프로젝트 인쇄 

프로젝트를 인쇄하려면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세부사항 보기를 입력하고 보기의 

상단에 있는 "인쇄" 버튼을 클릭해야 한다 (도 46 참조). 



WIPO 서열 사용자 매뉴얼 페이지 43 

 

 2021년 7월 

 

 

도 46 프로젝트 인쇄 

다음으로, 사용자가 프로젝트에서 인쇄하려는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2 개의 

체크박스가 표시된다: 일반 정보 및/또는 서열 정보 (도 47 참조). 

 

 

도 47 프로젝트 인쇄, 섹션 선택 

“서열 인쇄”를 선택한 경우, 사용자는 “서열 IDs” 필드 내에 ID 번호의 범위를 지정하여 인쇄할 

서열을 지정하거나, 이 필드가 공백으로 있는 경우 간단히 모두를 인쇄하는 선택을 한다. 

파란색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PDF 파일이 올바르게 생성된 경우, 도구는 사용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PDF 리더에서 파일을 연다.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사항은 섹션 3.2 을 참조한다.3.2 

5.1.1.2 다른 프로젝트에서 정보 가져오기 

사용자는 도구에 저장된 다른 프로젝트의 정보를 현재 열려 있는 프로젝트로 복사할 수 있다.  

가져온 정보는 "일반 정보" 섹션, "서열" 섹션, 또는 둘 모두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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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져온 일반 정보는 프로젝트의 현재 기존 일반 정보를 대체하고, 가져온 서열은 프로젝트 

내의 현재 서열 목록에 첨부된다. 

시작하려면 사용자가 프로젝트 세부사항 보기의 상단에 있는 "다른 프로젝트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해야 한다 (도 48 참조). 

 

도 48 다른 프로젝트 가져오기 

도구는 도 49에 표시된 대로 오버레이를 연다. 사용자는 먼저 정보를 가져오려는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한다. 

 

도 49 다른 프로젝트 가져오기, 대상 선택 

이어서, 도 50 과 같이, 사용자가 프로젝트의 일반 정보(1) 섹션에 제공된 세부사항의 일부를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하고 또한 프로젝트에 가져올 서열을 지정하기 위해 서열 ID 번호 범위 (2)를 

입력할 수 있다. 



WIPO 서열 사용자 매뉴얼 페이지 45 

 

 2021년 7월 

 

 

도 50 다른 프로젝트 가져오기, 패널 

일반 정보 체크박스가 선택되면 둘 모두의 프로젝트의 모든 일반 정보 섹션을 표시하는 표가 

나타난다: 현재 선택된 (원래) 프로젝트, 및 대상 프로젝트 (목적). 

사용자는 도 51과 같이 해당 대상 프로젝트의 일반 정보로 대체할 일반 정보 요소를 선택해야 한다. 

 

도 51 다른 프로젝트 가져오기, 일반 정보 요소 선택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프로젝트로 가져올 일반 정보 요소 및 서열을 결정했으면, 사용자는 도 51의 

하단에 표시된 파란색 "프로젝트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해야 한다. 



WIPO 서열 사용자 매뉴얼 페이지 46 

 

 2021년 7월 

 

 

도 52 다른 프로젝트 가져오기, 배너 성공 

요소를 올바르게 가져온 경우 파란색 배너가 도 52와 같이 나타난다. 

 

 

5.1.1.3 프로젝트 검증 

서열 목록을 ST.26-준수 XML 파일로 생성하기 전에, 프로젝트는 미리 검증 체크를 통과할 수 있다.  

이 단계는 항상 서열 목록을 생성하기 전에 수행하지만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프로젝트를 검증하려면 사용자가 도 53에 표시된 프로젝트 세부사항 보기의 상단에 있는 "검증" 

버튼을 클릭해야 한다. 

 

도 53 프로젝트 검증 

검증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생성될 수 있었던 모든 검증 오류/경고를 표시하는 "검증 보고서" 보기로 

이동한다. 도 54는 성공적인 검증의 경우에 표시될 화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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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4 프로젝트 검증, 오류 없음 

검증 프로세스에서 오류 또는 경고가 발견하면, 발견된 검증 규칙 및 위반된 지침을 자세히 

설명하는 표를 포함하는 검증 보고서가 생성된다. 예시 보고서가 도 55에 표시되어 있다. 각 행은 

또한 이 오류가 해결되어야 하는 오류인지, 또는 사용자가 무시할 수 있는 경고인지를 확인한다. 

 

도 55 프로젝트 검증, 에러/경고 

 

5.1.1.4 프로젝트 내보내기 

도 56 과 같이, 사용자가 프로젝트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다르게는 WIPO 서열이 설치된 다른 

데스크탑 컴퓨터로 가져올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zip 파일로 내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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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6 프로젝트 내보내기 

1) 프로젝트 세부사항 보기의 상단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한다. 

2) 나타난 대화 상자에서, 프로젝트를 저장할 파일 이름 및 원하는 위치를 선택한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내보내면 저장된 이름 및 위치를 갖는 파란색 배너가 도 57에 표시된 대로 

화면의 상단에 나타난다. 

 

도 57 프로젝트 내보내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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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 서열목록 생성 

프로젝트에서 수행할 수 있는 마지막 작업이며 아마도 가장 중요한 작업은 서열 목록을 생성하는 

것이다. 서열 목록을 생성하려면, 사용자가 도 58에 강조표시된 프로젝트 세부사항 보기의 상단에 

있는 파란색 "서열 목록 생성" 버튼을 클릭해야 한다. 그러면 검증 프로세스가 프로젝트에서 먼저 

실행되도록 자동으로 트리거된다 (5.1.1.3 참조). 

 

도 58 서열 목록 생성 

프로젝트가 검증 프로세스를 통과하면, 도 59 와 같이, 사용자가 생성된 ST.26 준수 서열 

목록(.xml)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린다 . 

 

도 59 서열 목록 대화 상자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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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가 검증에 실패하면, 도 60과 같이, 검증 보고서 보기가 빨간색 배너와 함께 대신 표시된다. 

 

도 60 서열 목록 생성,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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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일반 정보 

이 섹션에서는 사용자가 특허 출원 자체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이는 생성된 서열 

목록을 이 출원과 관련시키는데 사용된다. 

5.1.2.1 출원 식별 

일반 정보 섹션의 "출원 식별" 하위섹션은 선택된 프로젝트의 특허 출원 상태 및 정보와 관련된다 

(도 61 참조). 

 

도 61 출원 식별 

출원 식별 하위섹션 내의 정보를 편집하려면 하위섹션의 오른쪽에 강조표시된 연필 아이콘을 

클릭한다. 이후 사용자는 도 62에 표시된 다음 단계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할당된 출원 번호를 이미 갖는 출원의 경우, 사용자는 출원이 제출된 특허청 (IP 오피스)의 

코드를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WIPO ST.3 코드이다.  

2) 사용자는 적절한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여 이미 출원 번호를 통보 받았는지 또는 달리 출원 

파일 내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3) 출원 번호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이 필드에 출원인 파일 참조를 제공해야 한다. 

4) 출원 번호가 이미 할당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특허에 제공된 출원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5) 날짜가 지정된 경우 출원 제출일을 날짜 선택기로 선택한다. 

6) 파란색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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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2 출원 식별 패널 편집 

5.1.2.2 우선권 식별 

프로젝트에 우선권 출원을 추가하려면 사용자가 도 63에 표시된 프로젝트 세부사항 보기의 일반 

정보 섹션에서 "가장 빠른 우선권 출원 추가" 버튼을 클릭해야 한다. 

 

도 63 가장 빠른 우선권 출원 

현재 선택된 우선권 출원을 가장 빠른 출원으로 설정하려면, 사용자가 “선택된 가장 빠른 우선권 

출원” 드롭다운에서 “예”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서열 목록이 생성될 때 이를 가장 빠른 우선권 

출원으로 확립된 우선권 출원으로서 설정하거나 수정한다. 

완료하려면, 도 64에 표시된 오버레이의 파란색 "가장 빠른 우선권 출원 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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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4 가장 빠른 우선권 출원 패널 편집 

5.1.2.3 출원인 및 발명자  

새로운 출원인 또는 발명자에 대한 데이터를 프로젝트에 추가하려면, 사용자가 프로젝트 세부사항 

보기의 일반 정보 섹션에서 “발명자 추가” 또는 “출원인 추가” 버튼을 클릭해야 한다. 이 두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가 동일하므로 일반적인 지침만 제공하지만 출원인과 발명자 둘 모두가 포함되는 

경우, 출원인이 또한 발명자인 경우에도, 이 프로세스를는 2회 반복해야 한다.  

오버레이는 도 65에 표시된 2개의 라디오 버튼으로 열린다. "기존 출원인/발명자"가 선택된 경우, 

사용자가 데스크탑 도구의 로컬 인스턴스 내에 현재 저장된 개인 및 조직을 나열하는 드롭다운 

상자에서 선택할 수 있다. 도 65는 "존 스미스"를 포함한 3명의 기존 출원인 목록을 보여준다.도 65도 

65 

 

도 65 기존 출원인/발명자 추가 

"새로운 출원인/발명자"가 선택된 경우, 사용자가 새로운 개인/조직이 작성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패널 편집을 채워야 한다 (섹션 4.2.1 및 도 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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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세부사항이 완료되면 사용자가 도 66에 표시된 "출원인/발명자 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도 66 새로운 출원인/발명자 추가 

5.1.2.4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은 일반 정보 섹션 내의 마지막 하위섹션이다. 

1) 새로운 발명의 명칭을 추가하려면, 도 67과 같이 "발명의 명칭 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도 67 발명의 명칭 추가 

2) 이 오버레이에서, 사용자는 본 발명의 명칭을 입력해야 하며 명칭이 제공되는 언어도 

표시해야 한다. 

3) 파란색 "발명의 명칭 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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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ST.26에 따르면, 서열 목록에는 출원 언어로 제공된 발명의 명칭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또한 선택적으로 하나 초과의 발명의 명칭을 추가 언어로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새로운 발명의 명칭은 위의 단계들을 이용하여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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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서열 

프로젝트 세부사항 보기의 "서열" 섹션은 사용자가 서열 자체와 관련된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서열을 작성/가져오기/삽입/재정렬하기 위해, 사용자는 프로젝트 세부사항 보기의 하단에 있는 

'서열' 섹션으로 스크롤을 내려야 한다.  아래 하위섹션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5.1.3.1 서열 작성 

1)  도 68과 같이 "새 서열 작성" 버튼을 클릭한다. 

 

도 68 새로운 서열 작성 

나머지 단계가 도 69에 표시되어 있다: 

2) 사용자가 이 서열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서열 이름' 필드에 값을 제공하여 임의로 이름을 

제공할 수 있다. 공백으로 두면, 데스크탑 도구가 'Seq'로 시작하는 각각의 새로운 서열에 

대한 기본 이름 및 이후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숫자를 갖는 기본 값을 할당한다 (‘Seq_1’, 

‘Seq_2’, ‘Seq_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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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ST.26 에서 허용되고 드롭다운 상자로 제공되는 3 개의 분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DNA', 'RNA' & 'AA') (2). 서열 자체를 "잔기" 텍스트 필드(3)에 입력해야 한다. 

사용자가 DNA & RNA 세그먼트 둘 모두를 사용하여 서열을 작성한 경우, DNA를 주요 

분자 유형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한다.2 

사용자는 작성 중인 서열에 대한 생물명도 선택해야 하는데, 이것이 필수 필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데스크탑 도구 데이터베이스의 사전 정의된 유기체 목록 또는 사용자가 

로컬로 작성하고 저장한 사용자 정의 유기체 중 하나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유기체” 라디오 버튼을 선택해야 한다 (4). 

사용자는 또한 "새로운 유기체"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여 새로운 (사용자 정의) 생물명을 

직접 입력하는 옵션을 갖는다 (4). 

사용자는 또한 이전에 선택된 분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값을 제공하는 드롭다운 

상자로부터 한정어 분자 유형을 선택하여 유기체를 분류할 수 있다 (5). 3 

"의도적으로 스킵한 서열로 표시" (6)를 체크하면, 서열 패널이 필수 요소에 대한 값 제공에 

대한 모든 제한을 제거하고 결과적인 저장된 서열은 프로젝트를 검증하고 서열 목록을 

생성할 때 무시된다 (잔기 값이 '000'으로 제공된다). 

"서열이 DNA & RNA 세그먼트 둘 모두를 포함" (6)을 체크하면, 패널이 확장되어 사용자가 

특징 "misc_feature"을 갖는 DNA 및 RNA 세그먼트를 설명할 수 있는 필드가 포함된다. 

정의된 각 세그먼트의 위치는 각 "misc_feature"의 "추가 텍스트" 텍스트 필드 값이 

뒤따르는 분자 유형을 갖는 각 "misc_feature" 내부의 "참고" 한정어와 함께, 서열의 상이한 

“misc_feature" 특징 (7)에 저장된다. 사용자는 “새로운 ‘misc_feature’ 특징 추가” 버튼을 

                                                      

 

 

 

2 유효한 뉴클레오티드 기호 & 아미노산 기호의 표에 대해 WIPO 표준 ST.26 – 부속서 I, 섹션 1 & 3 참조 

3 각각 뉴클레오티드 및 아미노산 표 아래의 mol 유형 항목에 대한 한정어 값에 대해 WIPO 표준 ST.26 – 부속서 I, 섹션 6 &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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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여 필요한 만큼 이러한 특징을 작성할 수 있고, 이는 전체 서열의 모든 세그먼트에 

대해 수행되어야 한다: DNA  및 RNA 세그먼트 모두.  

 

도 69 새로운 서열 패널 작성 

3) 완료하려면, 사용자가 회색 "서열 작성" 버튼 또는 파란색 "서열 작성 & 표시" 버튼을 클릭할 

수 있다. 

사용자가 파란색 “서열 작성 & 표시”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값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접을 수 있는 서열 디스플레이가 서열 작성 후 프로젝트 세부사항 보기 내의 서열 섹션 

아래에 열린다, 도 69 참조. 

새로 작성된 서열은 사용 가능한 다음 서열 ID 번호와 함께 서열 목록의 마지막 위치에 올 수 있다. 

(서열 목록을 쟁정렬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려면 섹션 5.1.3.4 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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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0 서열 표시 

 

5.1.3.2 서열 가져오기 

서열을 파일에서 프로젝트로 직접 가져올 수도 있다. 허용된 파일 형식은 원시, 다중-서열, FASTA, 

ST.26 및 ST. 25 이다. 선택된 경우, 데스크탑 도구가 파일에 사용된 형식을 자동으로 탐색한다.4 

 

                                                      

 

 

 

4 이 문서의 파일 형식 섹션 참조 (섹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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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 71에 강조표시된 "서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한다. 

 

도 71 서열 가져오기 

2) 도 72에 표시된 "업로드 파일 [.txt, .xml]" 을 클릭한다. 

대화 상자가 열리면, 가져올 서열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을 선택한다.  데스크탑 도구는 

사용 중인 형식을 탐색하며 가져올 때 몇몇 검증 검사를 수행한다. 

 

도 72 서열 가져오기 (대화 상자) 

도구가 서열 가져오기를 허용할 5개의 형식이 있다: 원시, 다중-서열, FASTA, ST.26 및 ST. 25. 

이러한 파일 형식은 이 문서의 섹션 6에 요약되어 있다. 

ST.25 또는 ST.26 형식의 파일을 선택하는 경우 (도 73 참조), 사용자는 먼저 “서열 범위 선택” 

체크박스 (1)을 볼 수 있다. 선택하면, 파일에 있는 각 서열의 서열 ID 번호 및 이들이 프로젝트에 

제공된 서열 목록에 첨부될 순서를 갖는 표 (2)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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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모든 서열을 프로젝트로 가져오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들은 원하는 서열 ID 번호의 

범위 (3)를 제공할 수 있다. 

 

단일 서열을 입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콤마로 분리된 서열 목록 또는 x-y 형식의 서열 범위를 

입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 3, 7, 13-20, 30-50". 

 

 

도 73 서열 가져오기, ST.25 / ST.26 형식 

다중-서열 형식 파일을 가져오는 경우 (이 형식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섹션 6.1  및 도 74 참조), 

사용자는 "서열 범위 선택" 체크박스 (1)을 볼 것이며, 선택하면, 파일에 있는 해당 서열의 서열 ID 

번호와 "세부사항" 열 아래에 각 서열의 세부사항을 표시하는 미리보기 표 (2)가 표시된다: 서열 

이름, 분자 유형 및 생물명 포함. 

사용자는 프로젝트 내의 서열 목록으로 가져오려는 서열 ID 번호의 범위를 선택해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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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4 서열 가져오기, 다중-서열 형식 

서열 가져오기 프로세스에서 허용되는 형식의 마지막 경우는 원시 파일 형식이다 (섹션 6.3 참조). 

이 형식은 파일 당 하나의 서열만을 정의한다. 가져오기를 위해 원시 파일을 선택하면 도구가 도 

75에 표시된 패널 편집을 표시한다. 서열의 분자 유형이 유일한 필수 필드이다. 

 

도 75 서열 가져오기, 원시 형식 

3) 완료하려면, 사용자가 “서열 가져오기” 파란색 버튼을 클릭해야 한다.  

가져오기 후, 도구는 섹션 5.4 에서 자세히 설명된 “서열 가져오기” 보기를 탐색한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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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 서열 삽입 

서열 목록의 특정 위치에 서열을 삽입하려면 사용자가 서열 섹션의 상단에 있는 "서열 삽입" 버튼 

(도 76 에서 강조표시됨)을 클릭해야 한다. 

 

도 76 서열 삽입 

패널이 있는 오버레이가 표시된다 (도 77참조). 사용자가 서열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채워야 하며 (섹션 5.1.3.1 참조), 추가로, 패널의 좌측 상단에서 서열 목록에서 서열이 나타나야 할 

위치를 사용자가 입력해야 한다 (도 77에서 강조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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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7 서열 패널 삽입 

완료하려면, 역시 도 77에서 강조표시된 삽입 "서열 삽입" 또는 "서열 삽입 & 표시"를 사용자가 

클릭할 수 있다. 

 

도 78 삽입된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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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파란색 "서열 삽입 & 표시" 버튼을 클릭하면, 도 78과 같이 프로젝트 세부사항 보기에 

있는 서열 목록 아래에, 서열 작성 후 접을 수 있는 서열 표가 열린다. 

5.1.3.4 서열 재정렬 

사용자가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프로젝트에 제공된 서열 목록 내에 서열이 나타나야 하는 순서를 

재구성할 수 있다. 서열 순서 변환은 도 79 (시작)에서 도 81 (결과)까지 표시된다. 

1) 도 79에 표시된 "서열 재정렬" 버튼을 클릭한다. 

 

도 79 서열 재정렬 

2) 도 80과 같이, 이동할 서열(들)을 선택하고 현재 서열 목록 순서와 관련하여 이들이 배치될 

위치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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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0 서열 패널 재정렬 

3) 이제 서열이 도 81에서 두 번째 위치에 나타난다.  

 

도 81 재정렬된 서열 

5.1.3.5 서열 편집 

서열을 편집하려면 사용자가 도 82 에 강조표시된 대로 수정할 해당 서열의 서열 ID 번호를 

클릭해야 한다 (서열 I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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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2 서열 편집 

 도 83과 같이 서열 섹션 아래에 있는 프로젝트 세부사항 보기에서 새로운 섹션이 열린다. 

이 서열 섹션은 “기본 정보” 패널 편집 (1), “특징들” 목록 표 (2) 및 “서열” 잔기 패널 편집 (3)으로 

구성된다. 

 

 

도 83 서열 편집, 서열 표시 

5.1.3.6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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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ST.26에 따르면, 모든 서열은 이와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특징을 가져야 한다: 분자 유형에 

따라, source 또는 SOURCE. 

특징 표는 3개의 열을 갖는다: 특징 키, 유전자 서열 내에서 특징의 위치 및 개별 서열 특징과 

관련된 한정어. 

특징 위치는 특징이 존재하는 서열의 세그먼트를 나타낸다.  특징 위치를 지정하는 허용되는 

형식은 WIPO ST.26에서 제공되며 다음과 같다: 

 단일 잔기 번호: x 

 서열 범위를 구분하는 잔기 번호: x..y 

 첫 번째 이전 또는 마지막으로 지정된 잔기 번호를 초과한 잔기: <x, >x, <x .. y, x ..>y, 

<x ..>y 

 2개의 인접한 뉴클레오티드 사이의 부위: x ^ y 

 사슬간 가교에 의해 연결된 잔기 번호: x..y 

 

위치 연산자는 복잡한 위치 설명을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연결 (위치, 위치, ... 위치)": 하나의 연속 서열을 형성하기 위해 위치들이 연결된다 (엔드-

투-엔드 배치). 

 "순서 (위치, 위치, ... 위치)": 요소들이 지정된 순서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연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없다. 

 "보체 (위치)": 5'에서 3' 방향 또는 5'에서 3' 방향을 모방하는 방향으로 판독될 때, 특징이 

위치 기술어에 의해 지정된 서열 범위에 상보적인 가닥에 있음을 표시한다. 

서열에 새로운 특징을 추가하려면, 아래 도 84에 강조표시된 선택된 서열의 특징 섹션에 있는 

"특징 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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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4 특징 추가 

이어서, 오버레이가 열리면 (도 85에 표시됨), 특징 키5 드롭다운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하고 특징이 

적용되는 서열 내의 특징 위치를 지정한다. 

                                                      

 

 

 

5 뉴클레오티드 및 아미노산에 대한 특징 키의 표에 대해 WIPO 표준 ST.26 – 부속서 I, 섹션 5 &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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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85 특징 추가, 오버레이 

한정어가 이 단계에서 특징에 추가될 수도 있지만, 이들은 다음 섹션에 포함된다 (섹션 5.1.3.7). 

 

특징 위치의 형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는 링크가 추가되었다. 링크는 문장 '여기 클릭'의 끝에 

위치한다.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 86에서 링크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도 86 특징 위치 링크 

완료하려면 도 85에 표시된 파란색 "특징 작성"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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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1 CDS 특징 

CDS 특징 유형은 이것이 속한 서열의 세그먼트를 프로젝트에 제공된 서열 목록에 있는 별도의 

관련 아미노산 서열로 변환하는데 사용된다. 원래 서열의 CDS 특징 내에서, 번역된 아미노산 

서열의 ID 참조가 "protein_id" 한정어에 제공된다. 

서열에 대한 "CDS" 특징을 작성할 때, '번역' 한정어 (기본 "유전자 코드" 값 1 – "표준 코드")를 

특징에 자동으로 추가하여 기본 정보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서열의 잔기 덩어리를 번역할 수 있다 

(도  자동 CDS 번역 처리: 켜짐을 선택한다 87 및 도 88 참조). 그러나 이 한정어는 필수가 아니므로 생성 

후에 삭제될 수 있다. 사용자가 고유의 "protein_id" 한정어를 수동으로 작성하고 관련 번역된 서열 

ID를 참조할 수 있다. 

 

도  자동 CDS 번역 처리: 켜짐을 선택한다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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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8: 자동 CDS 번역 처리가 켜진다 

 

사용자가 번역 한정어를 자동으로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 한정어의 패널 편집에서 번역 표 값 및 

서열 이름을 설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특징을 작성하면, 도구가 번역을 수행한 다음 특징 및 번역 

값을 갖는 새로운 서열에 "protein_id" 한정어를 추가한다. 

특징 위치 또는 한정어 “transl_table”, “transl_except”, 또는 “codon_start” 중 하나가 이의 값을 

변경한 경우에만 번역이 다시 수행되며, 이 경우 연결된 서열이 업데이트된다. 

참고:  

번역 값이 변경되면, 연결된 서열이 이의 값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한다. 그러나, 연결된 뉴클레오티드 서열이 수정되면, 번역 

한정어의 값은 변경되지 않는다. 작성 후 "protein_id" 한정어가 수정되면, 연결된 서열은 원래 서열과의 관련성을 잃는다. 

정지 코돈의 사용에 관한 조언: 

처음에, 정지 코돈은 인코딩된 아미노산 서열의 끝을 나타내는 CDS 특징의 끝에서만 발견되어야 

한다.  정지 코돈이 특정 아미노산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transl_except 한정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정지 코돈은 CDS 특징의 중간에서 결코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도 89 에 표시된 대로, 정지 코돈이 CDC 특징의 중간에서 발견되고, 정지 코돈이 특정 

아미노산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transl_except 한정어가 없는 경우, 도구는 해당 

지점에서 번역을 중지해야 하며 번역이 발생하지 않음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빨간색 배너가 

표시된다. 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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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9: 자동 번역 체크박스가 켜지고 서열이 부적절한 정지 코돈을 포함한다 

 

그리고  도 90과 같이, 코딩 서열에 문제가 있음을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검증 보고서에 오류가 

나열되어야 한다.도 90 

 

도 90: 서열이 부적절한 정지 코돈 검증 오류를 포함한다 

 

자동 CDS 특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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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 특징 한정어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특정 서열 표시에서, “특징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CDS”를 특징 키로 선택한다. 기본 

정보에서 '자동으로 번역 한정어 추가" 체크박스가 선택되면, CDS 특징이 뉴클레오티드 

서열에 추가될 때 자동으로 번역 한정어, 해당 값 및 protein_id 한정어 및 관련된 별도의 

아미노산 서열(해당되는 경우)이 추가될 것이다. 

2) 사용자가 번역 한정어를 수동으로 작성하는 옵션도 있다. 

 

도 91: 번역 한정어 작성 

 

 

3) 사용자가 특징 및 관련 한정어 편집을 완료하면 "특징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이를 저장해야 

한다. 결과적인 CDS 특징은 도 92에 표시된다. 

 

 

도 92: CDS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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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도구는 다음 속성을 갖는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서열*을 작성한다: 

 서열 ID 번호 = 서열 ID 번호에 사용 가능한 다음 값 

 길이 = 번역된 서열의 길이 

 서열 이름 = 번역 한정어의 "서열 이름" 필드에 제공된 값 (Error! Reference source not 

found. 참조). 이름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기본 서열 이름이 제공된다 ('Seq_#'). 

 분자 유형 = "AA" 

 생물명 = 원래 서열에 제공된 것과 동일한 값 

 한정어 분자 유형 = "단백질" 

 서열 잔기 = 원래 서열의 번역된 값 

이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의 결과적인 예시가 도 93에 표시되어 있다. 

 

 

 

도 93: CDS 특징, 생성된 서열 

*번역된 서열의 작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한다: 

번역된 서열의 길이가, 계수에서 임의의 "X" 문자 제외시, 적어도 4개의 문자 길이인 경우에만 번역된 서열이 작성된다 (즉, 

AXTG는 3개 문자로 계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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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어 "번역"을 수정하는 경우, 한정어 값이 4개 문자 미만으로 감소하면, 'protein_id' 한정어처럼 관련 서열 번역이 제거된다. 

  

5.1.3.7 한정어 

특징에 대한 한정어를 보려면, 사용자가 먼저 관련 서열의 특징 표에서 적절한 특징을 선택해야 

한다. 도 94에 표시된 예시에서 '소스' 특징이 강조표시된다. 

 

도 94: 한정어 보기 

특징 키를 클릭하면 도 95에 표시된 대로 다음 특징 오버레이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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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5: 한정어 추가/편집 

기존 한정어는 각 행의 오른쪽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편집할 수 있거나 (1), 사용자가 

"한정어 추가" 버튼 (2)를 클릭하여 현재 선택된 특징에 새 한정어를 추가할 수 있다. 

한정어를 편집하거나 추가할 때, 도 96 에 표시된 2 개의 필드가 사용자에게 제시된다: '한정어 

이름'6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됨) 및 '한정어 값'. 

                                                      

 

 

 

6 뉴클레오티드 및 아미노산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한정어에 대해 WIPO 표준 ST.26 – 부속서 I, 섹션 6 &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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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6 한정어 패널 

한정어 값 필드는 한정어의 유형에 따라 다른 동작을 갖는다. 

- 사전 정의된 값을 갖는 한정어. 값 필드는 아래 예시에 표시된 대로, 사용자가 한정어에 대해 

사전 정의된 값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필드이다. 

 

 

- 자유 텍스트가 있는 한정어. 값 필드는 자유-텍스트 필드이다. 영어 값만을 보유하는 한정어 

이름 및 한정어 값 외에, 아래 예시에 표시된 것처럼 2개의 추가 필드가 나타나 사용자가 

비영어 한정어 값의 언어 코드 (예: 'ru') 및 해당 언어 값을 모두 제공할 수 있다: 

 

 

언어 코드 필드에는 프로젝트 세부사항 정보에 입력된 '비영어 자유 텍스트 언어 코드' 와 동일한 

값이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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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수동 입력하거나 XLIFF 파일에서 적절한 관련 언어를 가져와 선택된 각 언어에 대한 

일련의 비영어 값을 제공할 수 있다 (가져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 5.1.3.2 참조). 

- 사전 정의된 형식의 한정어. 값 필드는 자유 텍스트-필드지만, 입력된 값은 WIPO ST.26 

부속서 I, 섹션 67에 제공된 특정 규칙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증 검사를 받는다. 

표시된 예시에서, 날짜가 올바른 형식으로 제공되지 않았다. 

 

- 값이 허용되지 않는 한정어. 한정어 값 필드는 아래 예시에 표시된 대로 편집할 수 없다. 

 

 

완료되면, 사용자가 파란색 "한정어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 작성된 한정어를 추가하거나,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기존 한정어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저장해야 한다. 

한정어(들)가 추가/수정되면, 마지막 단계로 사용자가 도 97에 표시된 특징 오버레이의 하단에 

있는 "특징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계속 진행한다. 

                                                      

 

 

 

7 이러한 한정어에 관한 규칙에 대해 WIPO 표준 ST.26 – 부속서 I, 섹션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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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7: 특징 업데이트 

5.2 검증 보고서 

프로젝트의 서열 목록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열려면, 프로젝트 세부사항 보기에서, 사용자가 

보기의 상단에 있는 메뉴 바에서 "검증 보고서" 링크를 클릭할 수 있다. 

검증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섹션 5.1.1.3 을 참조한다.5.1.1.3 

 

도 98 검증 보기/버튼 

프로젝트 서열 목록이 유효한지 여부에 따라 2개의 결과적인 보기가 표시된다:  오류/경고가 발생한 

경우, 도 99 및 성공적인 검증 후, 도 100.도 99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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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9 검증 보고서, 오류 있음 

사용자가 첫 번째 열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선택된 서열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서열을 대량 

삭제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도 99 참조). 

 도 99 도 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표시된 "보고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검증 보고서를 PDF로 

내보낼 수 있다. 생성된 보고서는 섹션 3.2 에 설명된 대로 PDF 뷰어에 표시된다. 

 

도 100 검증 보고서, 오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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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자유 텍스트 한정어 

프로젝트에서 "자유 텍스트" 값을 허용하는 한정어는 프로젝트 페이지의 "자유 텍스트 한정어" 

보기 내에서 추가로 참조된다. 

현재 프로젝트에 자유 텍스트 한정어가 추가될 때마다 도 101에 표시된 대로 한정어가 이 보기에도 

추가된다. 

  

 

도 101 자유-텍스트 한정어 보기 

사용자가 도 95에 표시된 대로 '한정어 이름' 값을 클릭하여 한정어의 관련 변환된 자유 -텍스트 

값을 수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패널 편집을 갖는 오버레이가 열린다. 

5.3.1 자유 텍스트 한정어 가져오기 

사용자가 "자유 텍스트 한정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도구가 파일 탐색기를 열고 가져올 

(.XLIFF) 파일을 찾고 선택할 때까지 폴더를 검색할 수 있으며 올바른 맵핑이 수행되도록 여러 검증 

단계를 표시한다. 

선택된 파일에는 다음 데이터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명칭 

 대상 언어 코드 

 소스 언어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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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XLIFF 유닛 요소의 경우: 

                 한정어 고유 ID (형식에 따라: 문자 'q' 가 앞에 오는 숫자) 

                 소스 언어 태그의 한정어 값 

                 대상 언어 태그의 한정어 값 

 

도 102: 유효한 XLIFF 파일의 예시 

 

일단 가져오려는 파일을 선택하면, 도구가 검증 단계를 확인하여 실제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 (도 103 내지 도 107 참조). 

 시스템은 입력 파일의 프로젝트 이름을 선택된 프로젝트의 이름과 비교한다: 

 

도 103: 프로젝트 이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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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의 한정어가 맵핑될 수 없는 경우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알린다: 

 

도 104: 한정어 맵핑 검증 

 시스템은 소스 언어 및 한정어 값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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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5: 소스 언어 검증 

 시스템은 대상 언어 및 한정어 변환 값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도 106: 대상 언어 검증 

그 후 상단에 파란색으로 다음 메시지가 표시된다: '성공: 자유 텍스트 한정어를 성공적으로 

가져왔음' 그리고 보고서는 수행된 파일에서 이전 및 현재 가져온 값에 대한 세부사항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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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7: 자유 텍스트 한정어 보고서 가져오기 

 

사용자는 도 107 에서 강조표시된 '자유 텍스트 한정어로 돌아가기"를 클릭하여 자유 텍스트 

한정어 보기로 돌아갈 수 있다. 

 

5.3.2 자유 텍스트 한정어 내보내기 

사용자가 보기의 상단에 있는 "자유 텍스트 한정어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한 경우, 대화 상자에서 

파일 이름 및 위치를 선택하여 한정어 텍스트 파일을 저장한다. 프로젝트의 모든 자유-텍스트 

한정어가 내보내져 XLIFF 파일 형식으로 저장된다. 

 

이 파일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프로젝트 소스 언어. 

 프로젝트 대상 언어. 

 자유-텍스트 한정어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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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된 한정어 자유-텍스트 값8. 

  도 107에 표시된 표에 제공된 관련 한정어 및 특징 정보. 

 

이 파일은 섹션 5.3.1 에 표시된 단계에 따라 적절한 변환을 제공한 후에 다시 도구에서 보고 

편집하여 가져올 수 있다.  

5.4 보고서 가져오기 

프로젝트를 서열 목록 (ST.25 또는 ST.26)에서 가져오거나 사용자가 파일에서 여러 서열 (ST.26, 

ST.25, 원시, FASTA 또는 다중-서열 형식)을 가져오는 경우, 해당 보고서 가져오기는 가져온 서열 

목록을 올바른 형식으로 조정하기 위해 데이터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갖는 표를 포함한다. 

가져오기 프로세스로 프로젝트를 작성하지 않았고 프로젝트에 서열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 보고서 

가져오기 보기에는 도 108에 표시된 배너가 표시된다. 

 

 

도 108: 보고서 가져오기 보기, 수행된 가져오기 없음 

 

가져오기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프로젝트가 작성된 경우, 보기는 다음 2개의 표를 표시할 수 

있다. 

                                                      

 

 

 

8 내보내기 동안 프로젝트에 제공된 선택된 비영어 자유 텍스트 언어 코드의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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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표 가져오기 (섹션 5.4.1 참조) 

 변경사항 데이터 표 (섹션 5.4.2 참조) 

5.4.1 보고서 표 가져오기 

 

 

도 109: 보고서 가져오기, 생성됨 

보고서 가져오기 표는 파일 가져오기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만 표시되며 다음 열을 표시한다: 

- 참고 유형: 특정 서열과 관련된 메시지의 경우 "개별" 또는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서열의 

경우 "전체"; 

- 데이터 요소 코드: 소스 파일에서, ST.25 서열 목록의 경우; 

- 메시지 텍스트: 논의가 될 만한 확인된 문제에 대한 정보 및 이를 수정하기 위한 변경 사항 

(있는 경우)이 포함된 자세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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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색된 서열: 메시지와 관련된 가져온 서열의 서열 번호 (유형이 "개별"인 경우 이 필드는 비어 

있음). 

 

 

 

5.4.2 데이터 표 변경 

 

 

도 110: 데이터 표 변경 

이 표에는 가져오기 프로세스 중에 변환 또는 변경된 모든 데이터가 표시된다. 다음 데이터가 표의 

열에 표시된다 (도 110 참조):도 110 

- 오리진 태그: ST.25 서열 목록에 대한, 요소 유형의 데이터 요소 코드. 

- 오리진 요소 이름: 요소 유형에 대한 해당 이름. 

- 오리진 요소 값: 소스 파일에 있는 원래 요소의 해당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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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요소 이름: 정보가 프로젝트에 저장되는 동일한 ST.26 요소 이름. 

- 대상 요소 값: 프로젝트에서 대상 요소 이름에 대해 설정될 값. 

- 변환: 요소에 대한 변경()/변환에 대한 설명 

- 서열 ID 번호: 프로젝트에서 변환된 요소의 관련 서열의 ID 번호. 

 

 

5.5 서열 목록 표시 

WIPO 서열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XML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식의 서열 목록을 

생성할 수 있다. "서열 목록 표시" 보기에 액세스하면, 앞에서 언급한 서열 목록을 (.html) 또는 (.txt) 

형식으로 표시하는 2 개의 옵션과 함께 서열 목록 파일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음을 나타내는 

파란색 배너가 먼저 표시된다 (도 111 참조). 

서열 목록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섹션 5.1.1.5 로 이동한다. 

 

도 111 서열 목록 표시, 생성됨 

주어진 프로젝트에 대해 서열 목록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지 않은 경우, 서열 목록 표시 보기에서 

"서열 목록 표시" & "서열 목록을 .txt 파일로 내보내기" 버튼이 비활성화되고 사용자는 도 112에 

표시된 오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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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2: 서열 목록 표시, 생성되지 않음 

사용자가 "서열 목록 표시"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 브라우저에서 HTML 파일이 열린다. 이는 

사용자가 특정 필드의 값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ST.26-준수 XML 파일의 형식화된 보기를 제공한다. 

예시가 도 113에 표시된다. 

참고:  

서열 목록을 또 다른 언어로 표시하려면, 서열 목록을 다시 생성해야 한다. 먼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새로운 언어를 도구 내에서 

선택한 후, 위의 단계들을 반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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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3: 서열 목록 표시, HTML 

참고: 사용자가 파일을 다른 위치에 복사하려는 경우, 사용자 브라우저의 탐색 바에 HTML 파일의 

위치가 표시된다. 

사용자가 "서열 목록을 .txt 파일로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txt 파일이 열린다. 이는 사용자가 

특정 필드의 값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ST.26-준수 XML 파일의 형식화된 보기를 제공한다. 예시가 

도 114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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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4: 서열 목록 표시, TXT 

5.6 도움말 

도구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이 도구를 사용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도움말 옵션을 볼 수 있다 (도 

115 참조). 

도움말 옵션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 매뉴얼에 대한 링크 제공 

 FAQ에 대한 링크 제공 

 WIPO에 접속하기 위한 링크 제공 

 표준 ST.26에 대한 링크 제공 

 도구 설명 

 

 

도 115 도움말 

 

5.7 환경 설정 

마지막 보기는 사용자가 이전에 자세히 설명한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특정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다. 

추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섹션 4.4 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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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일 형식 

6.1 ST.25 

WIPO 표준 ST.25 파일의 형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standards/en/pdf/03-25-01.pdf  

6.2 다중-서열 

다중-서열 형식9은 이름, 분자 유형 및 생물명과 함께, 하나 또는 다중 서열을 설명할 수 있고 

PatentIn을 사용하여 가져오기에 허용되는 형식 중 하나이다. 

공백이 아닌 텍스트의 첫 번째 줄은 헤더이며 다음 구성요소로 구성된다:  

<SequenceName; SequenceType; OrganismName> 

서열 데이터는 헤더의 다음 줄에서 시작된다. 새 서열은 이전 서열의 유전 코드가 끝난 후, 파일에서 

새 줄로 표시된다.  다음은 다중-서열 형식으로 정의된 2개의 서열 세트의 예시이다. 

예시: 

<첫 번째 서열; RNA; Albies alba> 

uuuucuuauuguuucuccuacugcuuaucauaaugauugucguaguggcuuccucaucgucucccccacc

gccuaccacaacgacugccgcagcggauuacuaauaguaucaccaacagcauaacaaaaagaaugacgaa

gaggguugcugauggugucgccgacggcguagcagaaggaguggcggagggg 

<두 번째 서열; DNA; Albies alba> 

                                                      

 

 

 

9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patents/resources/tools/checker/patentin351_20110214__6_.pdf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standards/en/pdf/03-25-01.pdf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patents/resources/tools/checker/patentin351_20110214__6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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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gaugtuagtgauguggtautgaugtuagutguagtautgaugtauuaauuaugtggtgagututuga

uatguaautgautugtugutattgaugtuagtgauguggtautgaugtuagutguagtautgaugtauua

auuaugtggtgagututugauatguaautgautugtugutuagt 

6.3 원시 

이 형식은 하나의 서열만을 설명할 수 있다.  유전 코드는 추가 정보 없이 기본 형식으로 작성된다.  

가져올 때, 분자 유형, 특징 및 이름을 도구를 통해 서열에 추가해야 한다. 

예시: 

aggatatagatagtatatgatagtatgatatgatgatgtatgtatagtgtagttatga 

6.4 FASTA 

이 형식에는 잔기 및 설명이 포함되며 가져오는 동안 사용자는 설명을 참조 한정어로 저장하는 

옵션을 갖는다. 

6.4.1 하나의 서열을 가진 FASTA 파일 

>AJ011880.1 인공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서열 SSR 프라이머 (CAC13R) 

CTCAACAATCTGAAGCATCG 

참조 https://www.ncbi.nlm.nih.gov/nuccore/3724029?report=fasta (2017년 5월 22일에 액세스) 

6.4.2 여러 서열을 갖는 FASTA 파일 (FASTA-Multi) 

>SEQUENCE_1 

MTEITAAMVKELRESTGAGMMDCKNALSETNGDFDKAVQLLREKGLGKAAKKADRLAAEG 

LVSVKVSDDFTIAAMRPSYLSYEDLDMTFVENEYKALVAELEKENEERRRLKDPNKPEHK 

IPQFASRKQLSDAILKEAEEKIKEELKAQGKPEKIWDNIIPGKMNSFIADNSQLDSKLTL 

MGQFYVMDDKKTVEQVIAEKEKEFGGKIKIVEFICFEVGEGLEKKTEDFAAEVAAQL 

>SEQUENCE_2 

SATVSEINSETDFVAKNDQFIALTKDTTAHIQSNSLQSVEELHSSTINGVKFEEYLKSQI 

ATIGENLVVRRFATLKAGANGVVNGYIHTNGRVGVVIAAACDSAEVASKSRDLLRQICMH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FASTA_format (2017년 5월 22일에 액세스) 

 

https://www.ncbi.nlm.nih.gov/nuccore/3724029?report=fasta
https://en.wikipedia.org/wiki/FASTA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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