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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생물학적 개체들 간의 관계 정보 통합은 개별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거시적 관점의 통찰을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BEE 

(Biomedical Entity Explorer)는 유전자, miRNA, 약물, 질병, SNP, 

Pathway의 여섯 가지 의생물개체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전자 

중심의 개체관계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그것을 기반으로 이종개체들 간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질의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온라인상에 공개된 대표적인 의생명개체 데이터베이스인 

Ensembl, ChEMBL, Tarbase, Mirbase, MsigDB, Human Genetic 

Variation Databgase, UMLS, Experimental Factor Ontology, Disease 

Ontology, Mondo Ontology 등을 기반으로 한 60여개의 소스에서 

제공되는 개체정보들과 유전자와의 연관 정보를 수집하여 각 개체들의 

관계 정보를 통합하였다. 더 나아가, 각 개체들의 동의어, 설명 및 개별 

세부 정보가 포함된 외부 데이터들을 연동하여 통합한 데이터베이스인 

HIVE를 구축했다. HIVE를 기반으로 개발된 검색 시스템, 

BEE(Biomedical Entity Explorer)는 개체의 조회, 그리고 해당 개체와 

연관된 이종의 개체들을 여러 조건에 의해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BEE는 "Vitamin D Receptor와 raloxifene, Estrogen 

Receptor 1이 동시에 연관을 가지는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와 

같은, 여러 종류의 개체들의 관계를 관통하는 복합적인 질의문들을 결합, 

부정 및 교차 연산을 사용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상기의 예제와 

같은 복합 질의를 생성하고 답을 얻는 과정은 BEE에서 제공되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에 의해, 해당 분야에 대해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 

이 손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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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는 개체 간의 복잡한 연관성을 탐색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의생명개체들을 검색하는 일반 사용자에게도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EE는 http://bike-bee.snu.ac.kr에서 접속할 수 있다. 

 

주요어 : 데이터베이스 통합, 의생명개체 검색 

학   번 :  2013-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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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지난 십 수 년간,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분야와 

의생명정보학(Biomedical informatics) 분야는 시퀀싱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는 게놈 

데이터의 총량이 약 7개월마다 두 배에 달할 뿐만 아니라, 현대 온라인 

상의 가장 큰 데이터 생산자인 유튜브와 트위터의 데이터 생산 수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상회하고 있음이 보고됨으로써 입증되고 

있다(Stephens et al., 2015).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의생명개체(Biomedical entity) 데이터베이스들 역시 꾸준한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Drugbank1, ChEMBL2, PubChem3, Ensembl4 

등의 개체 정보 및 검색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활성화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학문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의생명개체 데이터베이스는 각 분야의 학문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개체를 

통합하는데 있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개별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는 확인 할 수 없었던, 개체를 넘어선 연결에 의한 통합이 

연구자들에게 더욱 큰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이다(Sima et al., 2019) 

허나, 기존의 의생명개체 데이터 제공 서비스들은 개별 연구집단들이 

다루는 주요 개체의 정보, 그리고 한정된 범위의 연관개체 정보만을 

제공하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DisGeNET은 질병과 유전자의 

                                            
1 https://go.drugbank.com/ 
2 https://www.ebi.ac.uk/chembl/ 
3 https://pubchem.ncbi.nlm.nih.gov/ 
4 https://ensemb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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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ChEMBL은 약물과 질병간의 관계를, DGIdb는 약물과 

유전자와의 관계 데이터만을 제공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사실은 

"Vitamin D Receptor와 raloxifene, Estrogen Receptor 1이 동시에 

연관을 가지는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는, 일견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해당 질의는 1) 질병, 2) 유전자, 3) 약물 4) 질병-

유전자, 5) 약물-유전자의 연관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배포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 제공자들은 각기 자신들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배포한다. 이는 크게 1) RDF/OWL 등의 

구조화된 파일, 2) WebAPI, 3) 데이터베이스 덤프, 4) CSV 등의 

반구조화된 파일, 5) 웹페이지의 형태로 나뉘어지는데, 데이터의 추출을 

위해 각 제공방식을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능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해당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추가 프로세스를 필요로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연구 그룹에서 사용하는 식별자(Identifier)와 

개체명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식별자를 가진 동일한 개체에 

대한 사상(Mapping) 작업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용어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사용자의 학문적 지식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 얻어진 수많은 결과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앞선 의생명분야의 지식만이 아닌, 전산처리 능력의 

요구가 필수불가결하다. 

앞선 예와 같은 이종 개체들 간의 연결에 대한 복합 질의를 

처리하기 위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개체들과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검색 도구를 개발하거나 시맨틱 

웹(Semantic web) 기술을 활용하는, 두가지 갈래의 접근을 시도해왔다. 

전자의 경우, 지원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데이터의 양도 크게 



 

 3 

늘어남에 따라, 개체 정보의 수집과 스키마 통합,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해야하는 점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Poon은 PubMed에 게재된 논문들 에서 유전체 데이터를 

추출하여 패스웨이 및 질병, 약물, SNP와 유전자 상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Literome 프로젝트5를 공개했다(Poon et al., 2014). Jeon은 개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두 노드(개체)사이의 최단 경로를 찾고, 관련 질병, 

약물, 패스웨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BEReX6를 개발했다(Jeon et al., 

2014). BEReX는 STRING, DrugBank, KEGG, PharmGKB, BioGRID, 

Gene Ontology, HPRD, MSigDB의 8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 가장 높은 PageRank 값을 가지는 노드 순서로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전자 상호작용 개체 데이터들 간의 연관관계정보가 각 서비스별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종의 의생명개체들을 

검색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시맨틱 웹 기술(Semantic Web 

Technology), 즉, 기계가 읽을 수 있으며(Machine-readable) 

구조화된 데이터인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로 배포된 

의생명개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SPARQL(SPARQL Protocol and RDF 

Query Language) 활용하여 질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방식인 고정된 스키마(Schema)에 맞추어 정보가 입력된 반구조(Semi 

Structure)형 데이터들, 즉, CSV(Comma Separated Values), 

TSV(Tab Separated Values), SQL Dump 등에 비해, RDF는 데이터 

구조의 변화와 기존과 다른 속성을 지닌 개체의 추가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비교적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물리적인 위치를 넘어 

URI를 통해 이종간의 데이터의 연결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ChEMBL, 

                                            
5 http://literome.azurewebsites.net/ (2021. 04. 26 접속 불가) 
6 http://infos.korea.ac.kr/ber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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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Chem, DisGeNET, Ensembl, PathwayCommons7, Wikipathways8 

등의 다양한 의생명개체 배포서비스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사용자들은 SPARQL 질의언어를 익혀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사용자는 그림 1과 같이 높은 학습곡선을 지닌 

SPARQL 질의 언어의 문법을 익혀야 하며, RDF/OWL에 대해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각 데이터 제공자가 정의한 스키마의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동일한 개체이지만 서로 다른 어휘(Vocabulary)로 표현될 경우, 

상호 참조(Cross reference) 자료에 의한 사상 작업이 요구되는 등 

다양한 허들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Federated Query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들 간의 SPARQL Endpoint를 통한 이종개체의 연결고리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들이 항상 문제없이 동작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질의 범위의 제한을 두기 어려운 

시스템의 특성상, 서비스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된다. 이는 서비스의 제공 지속성 약화와 직결되며, 데이터 

제공자들이 직면한 현실적 한계는 연구자들에게 데이터 활용에 대한 

허들로써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분절된 이종 의생명개체들간의 관계 정보의 통합, 

그리고 개체 관계 정보 검색 시스템의 요구는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이 

빈번하게 직면하는 문제의 해소, 그리고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기반 

정보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7 https://www.pathwaycommons.org/ 
8 https://www.wikipathways.org/ 



 

 5 

 

그림 1. Pulmonary Enphysema 와 연관된 Pathway를 검색하는 SPARQL Query 

예제9 

  

                                            
9 https://www.disgenet.org/r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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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앞서 언급한 한계점들, 즉, 이종 의생명개체 데이터들 간의 

관계정보 통합과 이들 간의 복잡한 검색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의생명개체 데이터 제공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관계 

정보로써 연결 짓고, 그것을 기반으로 개체 정보들 간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웹 서비스인 Biomedical Entity 

Explorer(이하 ‘BEE’)를 개발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유전자를 중심으로 

이종의 의생명개체들을 통합하였으며, ‘유전자 ACE와 BSG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패스웨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Signaling by GPCR Pathway 10 에 포함된 유전자들과 

관련된 약물들을 조회하되, 유전자 GSTA1 11 과 연관된 개체들은 

제외하라’ 라는 형태의 다양한 개체 데이터베이스를 관통하는 복잡한 

질의에 대해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얻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사용자로 하여금 복잡한 질의에 대한 결과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생명개체의 검색 및 탐색을 위한 시작점을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능한 한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답을 얻기 위한 매개변수(Parameter)들과 질의 단계를 

최소화하였다. 검색결과는 JSON, CSV, Excel, 클립보드 등 다양한 

형태의 내보내기를 지원하여 검색된 결과의 다양한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BEE 는 새로운 개체, 혹은 새로운 속성을 지닌 데이터의 

                                            
10 https://reactome.org/content/detail/R-HSA-372790 
11 

https://asia.ensembl.org/Homo_sapiens/Gene/Summary?db=core;g=ENSG00

000243955;r=6:52791371-5280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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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와 변경, 삭제에도 기존 스키마에 대한 최소한의 변경을 보장하는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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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II. HIVE: 이종 

의생명개체간 연관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장에서는 BEE 에 활용되는 

의생명개체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방법과 적용에 대해 설명한다. 해당 

장에서는 통합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며, 

다양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개체정보의 수집 방법, 

용어의 확장과 이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모델링, 개체 

정보들의 통합에 따른 수립 방법을 설명한다. ‘III. 의생명개체 탐색 

도구’ 장에서는 통합 개체데이터인 HIVE 를 기반으로 한 검색 시스템의 

기능 모델과 시스템의 구현 방법,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 및 

결과를 서술한다. 또한, 구현된 시스템을 이용한 Use case 와 활용 

방안을, 그리고 IV 및 V 장에서는 구현된 BEE 의 한계점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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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HIVE : 이종 의생명개체간 연관정보 통합 데

이터베이스 
 

 

1. 개요 

본 논문에서 일컫는 ‘의생명개체 데이터베이스’는 논문, 실험 및 

컴퓨터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수집된 질병, 의약품, 생물학적 연구, 

의학적 판단 등의 의생명정보 데이터의 온라인 라이브러리를 의미한다. 

의생명개체 데이터베이스는 의생명개체를 연구하는 단체들의 수 

만큼이나 다양하다. 유전체 분야의 연구 산출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연구 단체는 Ensembl, KEGG, NCBI Gene, GeneCards, 

Gene Disease Database, Human Protein Atlas 등 수십개에 달한다. 각 

연구 단체는 각자의 연구 방향과 관점의 목적에 준하는 데이터를 

구축하며, 각 데이터는 자신들만의 차별점을 가진다. 이에 각 

데이터들의 공통적인 속성의 추출은, 구성되는 시스템의 목적인 

개체들간의 관계정보에 집중함과 동시에,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된 

데이터들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상호 보완하는 

통합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의생명개체는 Gene, Pathway, 

Drug, Disease, miRNA, SNP의 여섯 종류이며, 수집 대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되는 정보들은 개체와 유전자와의 관계정보, 

개체의 동의어, 개체의 서술, 그리고 참조링크로 한정 짓는다. 각 개체별 

주요 줄기가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선정은 각 분야별로 가장 개체수가 

많은 데이터 제공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개체의 고유 ID(Unique 

identifier)를 유지하여 구성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종 개체관계 정보 

중심의 데이터베이스, HIVE 의 구조를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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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수집 대상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데이터 수집과 통합에 대해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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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VE 모델 

BEE의 데이터베이스 모델 H는 네 가지 원소 𝐺, 𝐸, 𝑅𝑒−𝑔  로 

구성된다. 𝐺 는 유전자의 집합이며, 유전자 원소  𝑔1, … 𝑔𝑣 로 이루어져 

있다. 𝐸 는 유전자 𝐺 를 제외한 원소  𝐷, 𝑆, 𝑃, 𝑀, 𝑉 로 이루어진 

의생명개체들의 집합이다.  𝐷 는 약물의 집합이며, 원소 𝑑1, … , 𝑑𝑢 로 

이루어져 있다. 𝑆  는 질병의 집합이며, 원소 𝑠1, … , 𝑠𝑤  이루어져 있다. 

 𝑃 는 패스웨이의 집합이며, 원소 𝑝1, … , 𝑝𝑥 로 이루어져 있다.  𝑀 은 

miRNA의 집합이며, 원소 𝑚1, … , 𝑚𝑦 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𝑉 는 

SNP의 집합이며, 원소 𝑣1, … , 𝑣𝑧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 BEE의 개체관계모델 

𝑅𝑒−𝑔  는 의생명개체 집합 𝐸에 포함되는 의생명개체 원소𝑒𝑖 (𝑒𝑖 ∈

𝐸 )와 유전자 집합 𝐺 에 포함되는 원소𝑔𝑖 ( 𝑔𝑖 ∈ 𝐺 )의 관계를 나타내는 

집합이며, 이는 𝑅𝑒−𝑔 ⊆ 𝐸 × 𝐺의 조건을 지닌다. 약물집합 𝐷에 포함되는 

약물 𝑑𝑤 (𝑑𝑤 ∈ 𝐷) 와 유전자 집합𝐺에 포함되는 원소인 유전자𝑔𝑣  (𝑔𝑣 ∈

𝐺)가 주어졌을 때, (𝑑𝑤 , 𝑔𝑣) ∈ 𝑅𝑑𝑤−𝑔𝑣
 는 ‘약물 𝑑𝑊  가 유전자 𝑔𝑣에 타겟 

한다(관계를 지닌다)’를 의미한다. 그림 2의 예제에 따르면, 𝑅𝐷−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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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𝑔1, 𝑑1), (𝑔1, 𝑑2)} ,즉, 약물  𝐷  와 유전자  𝐺  는 (𝑔1, 𝑑1), (𝑔1, 𝑑2) 의 

연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𝑅𝑆−𝐺 =

{(𝑔1, 𝑠1), (𝑔2, 𝑠2), (𝑔3, 𝑠2), (𝑔4, 𝑠2)}  는 질병 S와 유전자 G의 관계 

(𝑔1, 𝑠1), (𝑔2, 𝑠2), (𝑔3, 𝑠2), (𝑔4, 𝑠2)  라 할 수 있다. HIVE는 상기와 같은 

모델에 의해 구성되며, 검색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산 역시 

해당 모델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림 3. HIVE에 적재된 개체간 연결구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HIVE의 핵심 구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 

상의 모든 개체들의 관계 정보가 유전자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데이터의 스케일링 측면의 이점을 지닌다. 해당 

구조의 조밀한 형태로 인해 각 개체별 데이터의 증감이 다른 개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개체별로 독립된 형태의 스키마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그것이다. 또한, 새로운 개체 타입의 추가에도 기존 

구조의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은 시스템 개발자의 

관점에서 자유로운 확장을 꾀할 수 있음을, 그리고 사용자의 관점에서 

배포중인 서버에서도 지속적인 사용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HIVE의 구조는 개체간의 관계를 탐색시, 유전자의 관계를 반드시 거쳐 

간접적인 관계를 통한 결과를 도출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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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적인 직접적인 관계(예를 들어 약물-질병 관계 정보)에 의한 

정보로 얻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발산된 결과에 의해 더욱 다양한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사용자에게 다양한 학문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14 

 

3. 의생명개체데이터의 수집 

 

BEE에 포함된 개체데이터수집 모듈인 BEE-BOT은 사전에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의해 온라인상의 의생명개체 데이터베이스들의 정보들을 

수집한다. 수집된 의생명개체 데이터들은 파싱(Parsing), 전처리(Pre-

processing), 용어 확장, 기존 적재 개체들과의 관계 사상의 과정을 

거친 후, HIVE에 적재된다. 일련의 과정을 위한 초석은 데이터 타입을 

분석하고, 그것에 맞는 수집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림 4.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배포 방식 

 

온라인 상에 공개된 의생명개체 데이터 소스들은 저마다의 데이터 

포맷, 구조, 표현 형식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저장소들의 배포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 종류로 나열할 수 있다. 

 

• RESTful API 제공 방식: REST(Representation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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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API는 HTTP를 기반으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배포방식이다. 배포처가 정한 규칙(GET/POST Parameter)에 

따른 요청 방법에 의해 JSON, XML 등의 구조/반구조 형식의 

데이터 구조로 응답한다. PharmGKB, ChEMBL, Ensembl 이 

이를 지원한다. 

• RDF/OWL/SPAQRL Endpoint 제공 방식: SPARQL 질의를 위해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OWL(Web Ontology 

Language)파일을 제공하거나, SPARQL Endpoint 를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직접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배포방식이다. Endpoint를 제공하는 이종 서비스들을 

Federated query를 이용해 통합 질의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perimental Factor Ontology, MONDO Ontology, 

Disease Ontology, Ensembl, ChEMBL, DisGENET 등이 이를 

지원한다. 

• Database dump 제공 방식: MySQL, PostgreSQL, Oracle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덤프파일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적재하여 자유롭게 

질의 및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할 수 있도록 방식이다. Ensembl, 

Chembl, UMLS가 해당 방식을 지원한다. Ensembl의 경우, 

자사에서 공개한 MySQL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여 

질의를 실행하거나 선별적인 데이터에 대한 덤프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 반구조 파일 제공 방식 : TSV(Tab-separated values), 

CSV(Comma-separated values) 와 같이 탭이나 콤마 등의 

토크나이저(Tokenizer)를 이용해 필드 값을 분할하고, 한 줄로 

하나의 레코드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스프레드시트 데이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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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배포되는 경우이며, 필요한 경우 XML, 

JSON 등의 구조화된 데이터 형태로도 배포된다. Ensembl, 

HGVD, PharmGKB, MsigDB, Tarbase, DisGENET 등 

대부분의 배포 서비스가 이 방식을 제공한다. 

• 웹 페이지 제공 방식 : 검색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생명데이터를 

조회 가능하지만,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다. Genetics Home Reference, Linked Life Data, dbSNP, 

SNPedia 등이 웹 페이지로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림 5. 개체수집기의 구조와 워크플로우 

 

BEE-BOT은 상기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형태의 배포 방식에 

의거하여, 각 데이터베이스에 맞춰진 환경설정으로 개체정보들을 

수집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개체 별 고유 ID(예를 들어 

ENSG00000012048, C0678222, CHEMBL:13325 등), 동의어, 개체의 

서술, 참고링크, 개체들 간의 관계 정보가 그 대상이다. BEE-BOT은 

PHP7, Laravel Framework 12 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MySQL로 

구성된 HIVE에 데이터를 적재한다. BEE-BOT을 구성하는 모듈들의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다. 

                                            
12 https://www.larav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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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줄러와 상태확인 모듈: BEE-BOT의 스케줄러와 서버 상태 

확인 모듈은 일정 주기에 의해 각 서비스들의 유효성과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한다. Health Monitor는 주기에 따라 대상 서비스의 

서버 상태(Up/Down)을 확인하고, 데이터 제공 페이지의 변경이 

확인되면 데이터 수집 모듈에 URL과 데이터 배포 유형을 

전달한다. 

• 데이터수집 모듈 : 상태확인 모듈에 의해 전달된 URL과 데이터 

타입(RDF/OWL, 데이터베이스 덤프, 반구조 파일, 웹페이지)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한다. RDF/OWL의 경우 시스템에 설치된 

JENA TDB13에 파일명과 수집 날짜명으로 된 저장소를 생성하고, 

그곳에 RDF/OWL 데이터를 적재한다.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SPARQL Endpoint를 제공할 지라도 BEE-BOT이 위치한 

시스템의 로컬 Triple store에 저장하도록 설정한 것은, 많은 양의 

개체정보를 서버에 대한 질의 결과로 얻을 경우 해당 서버에 매우 

큰 부하를 줄 뿐만 아니라, 응답 속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실사용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 덤프 

파일의 경우, 시스템에서 지정된 데이터베이스에 

벌크로더(Bulkloader) 모듈에 의해 업로드한다. 해당 모듈은 

사전에 지정된 테이블과 컬럼 데이터들에서 레코드들을 추출한다. 

반구조 파일은 지정된 디렉토리에 파일을 저장하여, 적재모듈을 

통해 데이터들을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스케줄러가 전달한 URL이 

웹 페이지일 경우, URL을 파서모듈에 전달한다. 

• 데이터 적재 : 데이터 소스별로 설정된 스키마 규칙에 의해 

레코드들을 읽으며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문자열에 포함된 

                                            
13 https://jena.apache.org/documentation/t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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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White space) 제거, Tokenizer를 이용한 개체명의 정규화를 

마친 뒤, 유전자-개체의 연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한다. 

데이터 적재는 매핑 모듈을 통한 용어 및 각 개체들의 고유 

코드들을 확장하는 과정을 추가로 거치게 되는데, 이는 4장, 

‘의생명개체명의 확장’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 개체명 인덱싱 : 새로 추가된 개체데이터는 중복 확인, 유전자 

정보와의 연결 등의 무결성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모든 개체명에 대한 인덱싱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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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생명개체명의 확장 

 
각 의생명개체들의 지칭은 개체를 발견한 연구단체나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유전자나 단백질 등의 새롭게 식별된 의생명개체에 대한 

명칭의 생성 및 할당은 엄격하게 표준화되지 않았으며, 표준 방법 또한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는다. 즉, 이는 모든 연구자가 논문에서 요구되는 

이름을 자유롭게 할당하고 사용할 수 있음을, 그리고 사용되는 단체에 

따라 동일한 개체를 다른 명칭, 각 단체의 내부 규약에 의한 코드명으로 

할당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Fundel & Zimmer, 2006). 최근 

몇 년간, 몇몇 개체데이터 배포처들은 동일개체에 대한 명칭을 상호 

참조(Cross reference), 동의어(synonym) 등의 추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통합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였으나, 모든 

데이터베이스 제공자가 상호 참조 코드의 통합작업을 수행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이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서도 이러한 요구는 예외가 아니며, 

동일개체에 대해 가능한한 다양한 명칭 및 코드들의 통합작업은 최종 

사용자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개체 검색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개체간 연결작업시 개체의 이름이나 코드의 매칭 누락의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행과제이다. 

 

그림 6. 상호 참조 코드의 누락에 의한 사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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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BOT의 개체명 확장 모듈은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각 개체 별 데이터베이스 고유 

코드와 명칭을 수집하여 통합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개체의 명칭과 고유 

코드를 통합하는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다. 

 

Algorithm 1 Merging entity identifiers 

 Require : Target entity 𝑒’s term set 𝑇𝑒  = {𝑡1, … , 𝑡𝑥}, source database set 

𝑉 = {𝑣1, … , 𝑣𝑛} 

Output : Term set of 𝑇𝑒 

1: Initialize 𝐵𝑒 ← 𝑇𝑒 

2: While 

3: 𝑓 ← false 

4: For 𝑛 in |𝑉| do 

5:   For 𝑥 ∈ |𝑇𝑒| do 

6: If exists 𝐵𝑒𝑥 ∈ 𝑣𝑛 then 

7:         𝐵𝑒 ← cross references of 𝐵𝑒𝑥 in 𝑣𝑛 

8:         remove 𝑣𝑛 from 𝑉 

9:         𝑓 ← true 

10:         break  

11:       End if 

12:       If |𝑉| ≤ 0 then  

13:         break  

14:       End if 

15:     End for 

16:   End for 

17:   If 𝑓 = false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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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break  

19:   End if 

20: End while 

 

본 연구에 다루는 질병 개체정보의 경우, 용어의 확장을 위한 소스로써 

Experimental Factor Ontology, Disease Ontology, Mondo Disease 

Ontology를 활용하고 있으며, 각 온톨로지의 질병 클래스(Class)에 

포함된 상호 참조(cross reference) 정보인 hasDbXref 14 

속성(property)에서 각 개체들의 데이터베이스별 고유 코드를 수집한다. 

고유 코드는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임의로 정한 데이터베이스명의 

축약어에 ‘:’ 문자와 코드명을 결합하여 ‘OMIM:114480’, ‘ICD10:D05’, 

‘NCIt:C4872’ 등과 같이 구성된다.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상위 15개의 상호 참조 데이터베이스의 축약어는 다음과 같다. 

 

표 1. 각 데이터베이스의 상호 참조 축약어 명명 규칙 

 UMLS EFO MONDO DO 

MONDO - MONDO  - 

NCI 

Thesauru

s 

NCI NCIT NCIT NCI 

UMLS  UMLS UMLS UMLS_CUI 

MeSH MSH MeSH MESH MESH 

EFO -  EFO EFO 

Disease 

Ontology 
- DOID DOID  

ICD9 ICD9 ICD9 ICD9 - 

                                            
14 http://www.geneontology.org/formats/oboInOwl#hasDbX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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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10 ICD10 ICD10 ICD10 ICD9CM 

ICD9CM ICD9CM ICD9CM ICD9CM ICD10CM 

ICD10C

M 
ICD10CM ICD10CM ICD10CM - 

SNOME

DCT 

SNOMEDCT_

US 
SNOMEDCT 

SNOMEDCT_

US 

SNOMEDCT_

US_2020_09_

01 

Orphanet - Orphanet Orphanet ORDO 

HPO HPO HP HP - 

GARD - GARD GARD GARD 

OMIM OMIM OMIM OMIM OMIM 

 

 

BEE-BOT의 개체명 확장 모듈은 상기의 명명 규칙, 그리고 수집 

알고리즘을 통해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개체 정보를 확장한다.  

 



 

 23 

 

그림 7. 질병개체들의 개체명 및 외부 데이터베이스 코드 확장 과정 

 

개체 확장 모듈은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개체의 상호 참조 데이터베이스 

코드를 하나씩 반복해, 확장 원천으로 활용되는 상호 참조 

데이터베이스들 (예제의 질병 개체의 경우 Disease Ontology, Mondo 

disease Ontology, Experimental Factor Ontology)을 순차로 검색한다. 

만약 해당 코드를 가지고 있는 개체가 탐색된다면, 해당 개체의 고유 

코드 및 개체가 가지고 있는 상호 참조 데이터베이스 코드를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그 후, 기존에 코드를 발견하지 못한 확장 

원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가 코드들을 이용해 다시 한 번 재탐색 과정을 

거친 후, 매칭되는 개체가 발견되면 해당 개체의 고유 코드와 상호 참조 

데이터베이스 코드들을 HIVE에 저장하는 과정을 거쳐 개체명과 

코드명의 확장을 꾀한다. 



 

 24 

 

5. 활용 데이터베이스 일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BEE의 데이터베이스는 공개된 다양한 

의생명개체 데이터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 활용되는 

연구단체들의 데이터베이스들은 아래와 같다. 

• Ensembl: European Bioinformatics Institute의 게놈 브라우저 

프로젝트로써, 연구자들에게 인간을 포함한 척추동물, 그리고 

소수의 곤충들과 효모의 유전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Yates et al., 2020). INSDC(International 

Nucleotide Sequence Database) 15 , dbSNP 16 , Roadmap 

Epigenomics 17 , GTEx(Genotype-Tissue Expression) 18  와 

같은 공개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후, 

정제하여 재배포한다. Ensembl의 데이터는 웹사이트, Perl API, 

RESTful API, 자체 제공되는 도구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다. 

• PharmGKB(Pharmacogenomic Knowledge Base) 19 : 

PharmGKB는 약물의 정보와 투여 지침(Dosing guideline), 

유전자-약물의 관계정보 등을 제공하는 

약물유전체학(Pharmacogenomics) 지식베이스이다(Whirl-

Carrillo et al., 2012). 해당 서비스는 약물 중심의 

패스웨이(Drug-centered pathway), 변이유전자와의 

약물연관성(Variant annotation) 데이터, 중요 약물유전자 요약 

                                            
15 http://www.insdc.org/ 
16 https://www.ncbi.nlm.nih.gov/snp/ 
17 http://www.roadmapepigenomics.org/ 
18 https://gtexportal.org/home/ 
19 http://www.pharmgk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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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임상정보, 약물유전체학 기반의 약물투여지침, 

약물유전체학 기반의 라벨정보를 주요하게 제공하고 있다. 

• Genetics Home Reference : 유전학과 질병 사이의 연결을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웹 

사이트이다. GHR은 의료유전학자(Medical geneticist), 생물학자, 

컴퓨터 및 데이터 과학자 팀에 의해 개발되며, 의료 유전학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검토 패널에 의해 제공되는 유전상태 

요약(Genetic condition summary), 유전자 요약(Gene 

summary), 유전자에 대한 기타 정보들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GHR의 주요 제공 데이터는 유전적 상태 요약, 유전자 정보 

요약, 유전학을 이해하기 위한 도움말 및 용어집, 유전질병의 

요인과 징후 및 증상, 진단, 치료 정보등이 포함된다(Spatz, 

2004).  

• DisGeNET : 유전자, 유전자 변이와 질병의 관계정보를 

제공하는 공개 데이터 플랫폼이다. DisGeNET은 16,000개 

이상의 유전자와 13,000개의 질병 사이에 380,000개 이상의 

연관관계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해당 분야에서 가장 큰 

분량이다. DisGeNET의 데이터베이스는 전문가가 선별한 데이터, 

GWAS(Genome-Wide Association Study) 카탈로그,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관련 논문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통합하여 

구성되어 있다. 해당 서비스는 웹 사이트의 자체 검색/브라우징 

기능을 제공하며, RESTful API, SPARQL Endpoint, Cytoscape 

플러그인,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패키지, 데이터베이스 덤프 

등 다양한 경로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Piñero et al., 20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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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ed life data 20  : LLD는 ChEMBL, DiseaseOntology, 

DrugBank 등 25여개의 공공 생물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자사의 

단일 Endpoint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이다.  

해당 서비스는 SPARQL Endpoint, Faceted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같거나 유사한 Vocabulary에 대한 의미적 

관계(Semantic relationship)를 통한 맵핑작업이 이루어졌으나, 

LLD 프로젝트가 만료된 2012년을 기점으로 업데이트가 

중단되었다. 

• UMLS(Unified Medical Language System) 21  : UMLS는 

미국국립의학도서관의 프로젝트로써, 다학제 전문가에 의해 

구성된 통합 의료용어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의학분야에서 

명명된 개념의 정보, 그리고 어휘 및 용어집으로 이루어진 

메타시소러스(Metathesaurus), 개념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시맨틱 네트워크(Semantic Network), 자연어 처리에 필요한 

어휘정보집인 SPECIALIST Lexicon을 제공한다. 본 시스템의 

궁극적 목적인 동일 개념 표현을 위한 표준용어를 위한 

어휘통합의 노력은 60개 이상의 의생명어휘를 통합함으로써 

250만개 이상의 개체 명칭과 1,200만개 이상의 개체 

관계정보를 제공한다(Bodenreider, 2004). 

• NCI Thesaurus(NCIt) 22  : National Cancer Institute 

Thesaurus는 NCI의 참조용어(Reference terminology)이자 

온톨로지이다. 임상용어, 의료분야의 공개 정보 및 행정 활동에 

대한 어휘정보를 제공하며, 10만개 이상의 용어 데이터를 다루고 

                                            
20 http://linkedlifedata.com/ 
21 https://www.nlm.nih.gov/research/umls/index.html 
22 https://ncithesaurus.nci.nih.gov/ncitbrow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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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NCIt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개념(Concept)은 코드, 

용어, 약어, 동의어, 정의, 외부 참조정보에 대한 링크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National Cancer Institute, 2008). 

• DIANA-TarBase 23  : DIANA-TarBase는 여러 종에 걸쳐 

다양한 세포 유형(Cell type), 조직 및 조건에서 파생된 

miRNA와 유전자간의 상호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참조 

저장소이다(Paraskevopoulou et al., 2016). 해당 저장소는 

상세한 메타데이터, 실험 방법론 및 조건의 정보, 그리고 

miRNA와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 정보를 축적하며, 종, Method 

type, Regulation type, Validation type 등의 다양한 조건으로 

개체들을 검색할 수 있는 브라우징 기능을 

제공한다(Karagkouni et al., 2018; Paraskevopoulou et al., 

2016). 

• miRBase 24  : miRBase는 miRNA 시퀀스 및 어노테이션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miRNA에 대한 명칭의 대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한 

이름을 할당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게시된 모든 miRNA 

시퀀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Griffiths‐ Jones, 2004; Kozomara & Griffiths-Jones, 

2014). 

• MSigDB25 : MSigDB(The Molecular Signatures Database)는 

GSEA(Gene Set Enrichment Analysis) 수행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전자 세트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이다. 해당 

                                            
23 https://carolina.imis.athena-

innovation.gr/diana_tools/web/index.php?r=tarbasev8%2Findex 
24 http://www.mirbase.org/ 
25 http://www.gsea-msigdb.org/gsea/msigdb/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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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는 게놈, 패스웨이, 유전자 온톨로지 등의 8개의 

컬렉션으로 구성되며, 모든 유전자 세트는 MSigDB 큐레이터가 

수동으로 검토하여 어노테이션 작업을 수행한다. 해당 데이터는 

European Bioinformatics Institute의 HUGO 

유전자명명위원회(Gene Nomenclature Committee)의 유전자 

기호(Gene symbol)로 표현된다(Liberzon et al., 2015). 

• Reactome 26  : Reactome은 세포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생물학적 패스웨이를 구축하며, 암을 비롯한 기타 

질병의 과정을 구조적/시각적으로 서술한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신호전달(Signal transduction), 

수송(Transport), DNA 복제(DNA replication), 

대사(Metabolism), 세포과정(Cellular proces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Reactome에서 다루는 크고 복잡한 개체정보들의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정보들을 저장 및 배포하고 있다(Fabregat et al., 2018; Joshi-

Tope et al., 2005).  

• KEGG 27  : KEGG(Kyoto Encyclopedia of Genes and 

Genomes)는 유전자 기능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지식베이스로써, 게놈 정보와 기능 정보를 연결하여 유전자 

기능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 

또한, 패스웨이와 Mambrane transport와 신호전달 및 

세포주기와 같은 세포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게놈 지도를 

검색, 비교를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Kanehisa & Goto, 2000).  

                                            
26 http://www.reactome.org 
27 https://www.genome.jp/k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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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 Ontology 28  : 유전자와 유전자 산물(Gene product)의 

기본특성을 서술하기 위해 구조화된 제어 어휘(Structured 

controlled vocabulary)이자 온톨로지이다. GO는 Molecular 

function, Cellular component, Biological process의 세 가지 

도메인 온톨로지로 지식을 표현하며, 종에 구애받지 않도록 

설계되었다(Ashburner et al., 2000; 

The Gene Ontology Consortium, 2018). 

• AmiGo 29  : Gene Ontology와 연계되는 프로젝트로써, GO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탐색하기 위한, 웹 기반의 도구이다. 

해당 서비스는 생물학적 개념을 다루는 통제어휘, 그리고 그 

속성들을 가진 다수의 유전자 또는 유전자 산물들로 구성된다. 

또한 Gene Ontology의 용어를 사용하여 어노테이션 

되어있다(Carbon et al., 2009).  

• Human Genetic Variation Database 30  : 1,208명의 

일본인으로부터 exomic genetic variation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HGVD 브라우저를 사용해 대립 유전자 

및 유전자형의 빈도, 샘플 수, 적용 범위 및 발현 QTL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Higasa et al., 2016). 

• SNPedia 31  : 유전 변이의 기능적 결과에 대한 위키 리소스 

서비스이다. SNPedia는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hism)의 의학적, 표현형(Phenotype) 및 계보적 

연관성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다. 각 항목은 단일 

유전자형(Single genotype) 및 유전자형 집합의 연관을 할당할 

                                            
28 http://geneontology.org/ 
29 http://amigo.geneontology.org/amigo 
30 https://www.hgvd.genome.med.kyoto-u.ac.jp/index.html 
31 https://www.snp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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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지정된 포맷으로 작성되어 있다(Cariaso & Lennon, 

2011). 

• dbSNP 32  : NHGRI(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와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이 협력하여 구축한 SNP 데이터베이스이다. 

dbSNP는 SNP, DIP(deletion insertion polymorphism), 

STR(Short tandem repeats)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항목에는 

다형성의 시퀀스 컨텍스트, 다형성의 발생 빈도, 변이분석을 

위한 실험 프로토콜과 환경 정보등이 포함되어있다(Kitts & 

Sherry, 2011; Sherry et al., 2001). 

• ChEMBL 33  : ChEMBL은 Bioactive 화합물에 대한 결합, 기능 

및 ADMET(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xcretion, 

Toxicity)정보를 포함하는 오픈 데이터베이스이다. 각 

개체정보들의 구축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출판된 논문들의 

문헌에서 수동으로 추출한 다음,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선별되고 표준화되어 제공된다. ChEMBL의 데이터들은 제공되는 

웹사이트에서 검색가능하며, MySQL, Oracle, PostgreSQL로 

작성된 데이터베이스 덤프, SDF, RDF 등의 구조화된 데이터로 

제공되고 있다. 

 

                                            
32 https://www.ncbi.nlm.nih.gov/snp/ 
33 https://www.ebi.ac.uk/chem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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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종 의생명개체들의 상호연결(Heterogeneous biomedical entity 

Interlinking) 통합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은 의생명개체와 

유전자간의 연관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림 8과 같이, Bio Entity Explorer(이하 ‘BEE’)는 유전자(Gene), 

질병(Disease), 약물(Drug), 생물학적 경로(Pathway), 

단일염기다형현상(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 SNP), 마이크로 

RNA(miRNA)의 총 여섯 가지 유형의 개체들이 사용된다. 

의생명개체와 유전자들의 연관정보는 DisGeNET, PharmGKB(Whirl-

Carrillo et al., 2012), Human Genetic Variation Database(Narahara et 

al., 2014), REACTOME(Fabregat et al., 2018), Gene 

Ontology(Ashburner et al., 2000), KEGG(Kanehisa & Goto, 2000), 

Molecular Signatures Database(Liberzon et al., 2015), 

Ensembl(Yates et al., 2020), TarBase(Karagkouni et al., 2018) 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의 통합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개체들의 서술, 동의어, 

외부정보 링크는 mirBase(Kozomara & Griffiths-Jones, 2010), NCI 

그림 8. 시스템에 적용된 의생명개체의 종류와 질의 워크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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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aurus(National Cancer Institute, 2008), Linked Life 

Data(Momtchev et al., 2009), SNPedia(Cariaso & Lennon, 2011), 

dbSNP(Sherry et al., 2001), AmiGO(Carbon et al., 2009), The 

Genetics Home Reference(https://ghr.nlm.nih.gov) 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BEE의 개체 데이터베이스는 각 의생명개체에 대해 개체 

종류(Entity type), 개체명(Entity name), 동의어(Synonym), 

외부참조정보(External references), 서술(Description), 그리고 개체와 

유전자와의 관계(Association)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9. 의생명개체 데이터베이스의 추상적 구조 

• 개체 종류(Entity type) : BEE가 지원하는 개체는 질병(Disease), 

마이크로RNA(miRNA), 유전자(Gene), 패스웨이(Pathway), 

유전자변이(Variant), 약물(Drug)의 여섯 가지 종류이다. 

• 개체명(Entity name)과 동의어(Synonym) : 개체명과 동의어는 각 

의생명개체들을 지칭하는 명칭들이며, 이러한 명칭은 각 데이터 

소스별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유전자 중 하나인 EGFR(Epid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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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Factor Receptor)의 다른 명칭은 ‘ERBB1’, ‘Receptor 

Tyrosine-Protein Kinase ErbB-1’, ‘Erb-B3 Receptor Tyrosine 

Kinase 1’, ‘Proto-Oncogene C-ErB-1, EC 2.7.10.1’, ‘ERBB’, 

‘HER1’,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Avian Erythroblastic 

Leukemia Viral (V-Erb-B) Oncogene Homolog)’ 등 19개의 

별칭들을 가지고 있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최종사용자인 연구자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명칭이 있으며, 검색시스템은 특정 데이터소스의 

정책에 종속되지 않도록 개체들의 다양한 명칭을 지원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개체들의 명칭들을 통합하기 위해, 앞선 4장의 

의생명개체명의 확장 단계를 거쳐 명칭과 상호 참조 코드들을 

통합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거쳐 사용자의 활용을 돕는다. 

• 서술(Description) : 개체들의 정보로써 유전자의 역할, 약물의 

사용처, 질병의 기전 등의 텍스트로 이루어진 짧은 서술이다. 

• 외부 참조링크(External Reference) : 개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외부 링크들의 일람이다. 개체별 외부참조링크들의 정보제공 

서비스들은 표 2와 같다. 

 

표 2. 외부참조링크의 데이터소스 일람 

개체종류 데이터소스 

Gene 

DBASS3, 5 

Ensembl 

Expression Atlas 

HGNC 

Locus Reference Ge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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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G 

OMIM 

MiRBase 

NCBI Gene 

WikiGene 

gene_variant 

Drug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BindingDB 

ChEBI 

Chemical Abstracts Service 

ChemSpider 

DrugBank 

Drugs Product Database 

FDA Drug Label at DailyMed 

GenBank 

GTR 

HET 

HMDB 

UIPHAR Ligand 

KEGG Compound/Drug 

MedDRA 

MeSH 

National Drug Code Directory 

NDF-RT 

PDB 

PubChem Compound/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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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Norm 

SnoMed Clinical Terminology 

Therapeutic Targets Database 

Unified Medical Language System 

UniProtKB 

Wikipedia 

Disease 
DisGeNET 

Linked Life Data 

miRNA 

NCBI 

HGNC 

Microrna.org 

miRBase Tracker 

miRDB 

Rfam 

RNAcentral 

TargetMiner 

TargetScanVert 

Pathway 

AmiGO 

GSEA 

KEGG 

Reactome 

Variant 

dbSNP 

PharmGKB 

SN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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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들은 다양한 개체 검색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개체 데이터들을 통합하여 438,896개의 개체와 

1,217,249개의 유전자 관계정보를 보유하고 있다(표 3). 

 

표 3. HIVE에 적재된 개체들의 수 

 개체 수 동의어 수 참조링크 수 

Gene 66,298 183,603 121,676 

Disease 10,063 10,489 21,390 

Drug 1,178 1,178 6,425 

miRNA 1,033 1,033 11,811 

Pathway 2,046 5,349 9,944 

Variant 

(SNP) 
355,278 324,884 369,620 

Total 438,896 526,536 540,866 

 
 

표 4. HIVE에 적재된 개체들의 유전자와 연결 수 

 Disease Drug miRNA Pathway S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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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과의 

연결 수 
768,261 46,893 306,673 552,661 353,301 

 

상호 참조 코드의 확장모듈로써 적재된 코드들은 328,914개로써, 

Cross reference 속성을 지니고 있는 타 데이터베이스들과의 비교 

결과는 표 5 와 같다. 

 

표 5. 데이터베이스별 상호 참조 코드의 적재 수 비교 

 HIVE(BEE) 
Disease 

Ontology 

Experimental 

Factor 

Ontology 

MONDO 

Human 

Phenotype 

Ontology 

# of 

Xrefs 
328,914 33,779 96,011 95,440 5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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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의생명개체 탐색 도구 

 

1. 시스템 소개 

이종 의생명개체 탐색 시스템, BEE(Biomedical Entity 

Explorer)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모든 이종 개체들간의 연결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사용자의 접근성 개선, 여러 질의들을 조합한 복합 질의 

기능의 활용 용이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더 나아가, 

BEE는 이종 개체들간의 연결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닌, 

질의들간의 연산(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유전자 ACE와 BSG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패스웨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혹은 ‘Signaling by GPCR Pathway 

에 포함된 유전자들과 관련된 약물들을 조회하되, 유전자 GSTA1 과 

연관된 개체들은 제외하라’ 라는 형태의 복합적인 질의를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에 의해 답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해당 시스템은 

웹 인터페이스로 제공되며, 연산 결과를 표와 시각화된 네트워크 정보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계정에 등록된 사용자에 한해 결과를 저장할 수 

있으며 연산 결과를 CSV, 클립보드, JSON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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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종 의생명개체 탐색 시스템의 기능 모델 

 

BEE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개체들 간의 연결 정보를 얻는 

방법은 세 가지 함수 𝑔𝑒𝑛, 𝑟𝑔𝑒𝑛, 𝑒𝑥𝑡를 조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개체 

𝑒𝑖 ∈ 𝐸이 주어졌을 때, 𝑔𝑒𝑛(𝑒𝑖)은 입력된 개체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 집합인 {𝑔 ∈ 𝐺|(𝑒, 𝑔) ∈ 𝑅𝑒𝑖−𝐺} 을 반환한다. 예를 들어, 

𝑔𝑒𝑛({𝑠1})은 원소 𝑠1과 관계를 지니는 유전자 집합 {𝑔1, 𝑔2} 을 반환한다. 

 

 

 

유전자 𝑔𝑖 ∈ 𝐺 이 주어졌을 때, 𝑟𝑔𝑒𝑛(𝑔𝑖) 은 입력된 유전자와 

관계를 지닌 개체들의 집합 {𝑒 ∈ 𝐸|(𝑒, 𝑔) ∈ 𝑅𝐸−𝐺}를 반환한다. 예를 들어, 

𝑟𝑔𝑒𝑛({𝑔1}) 은 유전자 집합 {𝑔1}과 관계를 지니고 있는 모든 개체들의 

집합인 {𝑑1, 𝑑2, 𝑠1}을 반환한다. 

𝑒𝑥𝑡 함수는 입력 받은 다양한 개체들의 집합에서 지정한 종류의 

개체들만 반환한다. 즉, 집합 {𝑒𝑖} ⊆ 𝐸 와 개체종류 𝑇가 주어졌을 때, 

𝑒𝑥𝑡(𝑇, 𝐸) 는 집합 𝐸에서 𝑇에 해당하는 개체들을 반환한다. 예를 들어, 

𝑒𝑥𝑡(𝑇𝐷 , {𝑠1, 𝑠2, 𝑑1, 𝑑2}) = {𝑑1, 𝑑2} 이다. 본질적으로, BEE의 시스템 모델은 

앞서 설명한 세 가지 함수를 𝑒𝑥𝑡(𝑇𝐷 , 𝑟𝑔𝑒𝑡(𝑔𝑒𝑛({𝑠1}))) 의 순으로 



 

 40 

순차적으로 실행 및 조합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검색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0. 개체간 연결 연산 

 

또한, BEE는 질의들 간에 교집합, 차집합, 합집합의 연산을 

지원한다. 즉, 이는 ‘Signaling by GPCR Pathway에 포함된 유전자들과 

관련된 약물들을 조회하되, 유전자 GSTA1 과 연관된 개체들은 

제외하라’ 라는 질의를  

𝑒𝑥𝑡 (𝐷𝑟𝑢𝑔, 𝑟𝑔𝑒𝑡(𝑔𝑒𝑛({𝑆𝑖𝑔𝑛𝑎𝑙𝑖𝑛𝑔 𝑏𝑦 𝐺𝑃𝐶𝑅 𝑃𝑎𝑡ℎ𝑤𝑎𝑦}))) 

¬𝑒𝑥𝑡(𝐷𝑟𝑢𝑔, 𝑟𝑔𝑒𝑡(𝐺𝑆𝑇𝐴1)) 

 

와 같은 함수들의 조합으로써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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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의 구현 

BEE는 PHP 7, MySQL 데이터베이스, 라라벨6 프레임워크34, 부트

스트랩335 환경 하에 개발되었다. 라라벨은 MVC 디자인 패턴을 기반으

로 하는 PHP 웹 프레임워크이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유연한 데이터베이

스 변경, 높은 보안 및 가볍고 분리된 템플릿 엔진을 지원하며, Carbon, 

DB Schema versioning, Artisan CLI 등을 제공해 BEE 구성요소에 필

요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부트

스트랩3를 이용해 구현되었다. 부트스트랩은 다양한 그리드 기반의 반응

형 레이아웃, 버튼, 입력 창 및 아이콘을 제공하는 HTML, CSS, 자바스

크립트 프레임워크이다. 또한, 엔티티들 간의 그래프정보는 자바스크립

트 기반으로 제작된 force-graph36 플러그인을 사용하였으며, 데이터를 

표현하는 테이블은 DataTables37를 활용하였다. 

  

                                            
34 Laravel framework (https://www.laravel.com) 
35 Bootstrap (https://getbootstrap.com) 
36 Force-graph (https://github.com/v asturiano/force-graph) 
37 DataTables (https://datatabl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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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와 결과 
 

 

 
그림 11. 사용자 질의 인터페이스 

BEE의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질의세트(Query set)와 연산자들을 

결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질의세트는 1) Answer entity type, 2) Question entity type, 3) 

Question entity name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표 6의 질의세트 1

의 “cell-cell adhesion과 관련된 유전자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서, Answer entity type은 Gene이며(그림 11-1), Question entity type

은 Pathway(그림 11-2), 또한 cell-cell adhesion은 Question entity 

name에 해당한다(그림 11-3). 

또한, BEE는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세트들 간의 교집합, 합집합, 차

집합의 세 가지 집합연산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Cell-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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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esion(질의세트1), Cell proliferation(질의세트2), Epithelial to 

mesenchymal transition(질의세트3), Adult hepatocellular 

carcinoma(질의세트4) 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유전자는 무엇인가?” 라

는 복합질의를 query set1 ∩ query set2∩ query set3 ∩ query set4 

로 설정함으로써 해당 질의의 답을 제공받을 수 있다(그림 11-4). 

 
 

표 6. User query set 

Query set 

1 

Parameter 
Answer 

entity type 

Question 

entity type 

Question entity 

name 

Input Gene Pathway 
Cell cell 

adhesion 

Natural 

Language 

What are genes that associate with cell cell 
adhesion? 

Query set 

2 

Parameter 
Answer 

entity type 

Question 

entity type 

Question entity 

name 

Input Gene Pathway 
Cell 

proliferation 

Natural 

Language 

What are genes that associate with cell 
proliferation? 

Query set 

3 

Parameter 
Answer 

entity type 

Question 

entity type 

Question entity 

name 

Input Gene Pathway 

Epithelial to 

mesenchymal 

transition 

Natural 

Language 

What are genes that associate with 
epithelial to mesenchymal transition? 

Query set 

4 

Parameter 
Answer 

entity type 

Question 

entity type 

Question entity 

name 

Input Gene Disease 

Adult 

hepatocellular 

carcinoma 

Natural 

Language 

What are genes that associate with adult 
hepatocellular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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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Q2∩Q3∩Q4 
What genes are simultaneously associated 
with pathway Q1, Q2, Q3, and disease Q4? 

 

사용자가 입력한 매개변수들을 기반으로, BEE는 세 가지 정보를 

표시한다. 네트워크 시각화, 쿼리 검색 연산자를 적용한 개체 검색결과

테이블, 각 질의세트 별 Answer entity type으로의 변환 결과가 그것이

다. 

 

 

그림 12. 질의결과 테이블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결과로써, 개체 검색결과테이블에는 질의세

트간의 연산 결과가 표시된다(그림 12). 검색결과 테이블에 표시되는 결

과는 사용자 질의 생성 단계에서 선택한 Answer entity type에 해당하

는 결과 목록, 그리고 일치하는 유전자들의 목록, 일치하는 유전자의 수, 

FDR값이다. 검색되는 결과들의 개체명은 모든 동의어를 함께 표시한다. 

일치하는 유전자 수(Gene co-occurrence) 컬럼은 Question entity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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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entity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유전자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림 

13과 같이 사용자의 질의의 첫번째 질의세트의 Question entity는 Drug 

𝑑1 이며, Answer entity type은 Disease이다. 입력된 값 𝑑1 은 Gene 

𝑔1, 𝑔2, 𝑔3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𝑔1은 𝑠1과, 𝑔2는 𝑠2, 𝑔3는 𝑠1, 𝑠3, 𝑠4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13. 질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결과로 도출되는 𝑠1, 𝑠2, 𝑠3, 𝑠4 에서 𝑠1 의 경우, 𝑑1 과 겹치는(Co-

occurrence) 유전자가 𝑔1, 𝑔3  이며, 𝑠4 의 경우는 𝑔3 로 각각 Co-

occurrence 값이 2, 1임을 알 수 있다.  

 



 

 46 

 
그림 14. 회원 가입 및 로그인 기능 

BEE 는 그림 14 와 같이, 회원 가입 및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계정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에 한해, 연산 결과를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그림 15), 저장된 결과들을 그림 16 과 같이 조회할 수 있다. 

 

 
그림 15. 연산 결과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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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저장된 연산 결과의 조회 

연산 결과의 조회는 저장 시점의 시간을 기준으로 정렬되며, 사용자가 

입력했던 메모와 함께 표시된다. 각 결과물은 클립보드, CSV, Excel, 

PDF, Print 페이지로 export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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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se case : Epithelial cell adhesion molecule 

 

Epithelial cell adhesion molecule(EpCAM)은 Cell-Cell adhesion 

과정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transmembrane glycoprotein 이다

(Litvinov et al., 1994). 또한 intercellular adhesion 기능 외에도, 

EpCAM은 cell proliferation, epithelial to mesenchymal 

transition(EMT), cell migration과 같은 다양한 암 관련 기능에 관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eller et al., 2019). 그러나 EpCAM과 관련된 

기능 간의 상호 연결 메커니즘은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epithelial cell과 carcinoma와의 유전자 발현 패턴 또한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있다(Eyvazi et al., 2018). 이에 따라, 각 의생명개체들의 다양한 

기능이 관여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핵심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 BEE의 교차 방법을 사용해 주요 유전자들을 스크리닝 했다. 

Cell-cell adhesion, cell proliferation 및 EMT의 기능 사이의 주요 

공통 유전자들을 조사한 결과, 종양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WNT4

를 비롯한 핵심 유전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Peltoketo et al., 2004). 

또한 hepatocellular carcinoma와 EpCAM과 관련된 기능 사이의 관계

를 확인했다. EpCAM은 hepatocellular carcinoma에서 therapeutic 

target이 될 뿐만 아니라, cell-of-origin에 따라 유전자 발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Ha et al., 2020; Ogawa et al., 2014; Yamashita et al., 

2009). Hepatocellular carcinoma와의 교차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의생명개체명, 그리고 교집합 연산을 입력하였고, 이

에 Wnt signaling pathway의 핵심 구성 요소인 β-catenin 단백질이 

도출됨을 확인했다(Clevers, 2006; MacDonald et al., 2009; Polakis, 

2012).  



 

 49 

 

6. Use case : Drug repositioning 

 

본 시스템의 또 다른 활용 예로써, 약물 재창출(Drug 

repositioning)으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약물 재창출은 기존 약물의 

새로운 약효를 찾는 방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신약을 개발함에 있어 

120억 달러 이상의 물질적 비용, 10년 ~ 17년 이상의 시간적 비용이 들

어가는데 반해, 약물 재창출은 평균적으로 3년 ~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16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Xue 

et al., 2018). 약물 재배치는 낮은 비용, 고효율, 저위험으로 약물을 개

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약물 재창출

은 일반적으로 화합물 식별(Compound Identification), 화합물 획득

(Compound Acquisition), 약물 개발(Development), 약물 등재

(Registration)의 과정을 거친다(Ashburn & Thor, 2004). BEE는 약물 

재배치를 위한 초기 선정 과정, 즉 화합물 식별 단계의 후보 선정 과정

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raloxifene을 약물 재창출 후보

로써 탐색하는 과정으로 활용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raloxifene 38은 골다공증(Osteoporosis)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다(D’Amelio & Isaia, 2013). 해당 약물의 또 다른 잠재적 용도를 

찾으려면 raloxifene이 표적하는 유전자들의 목록을 확보해야 한다. 이

를 위해 BEE에서 골다공증과 raloxifene 사이의 공통 유전자를 질의했

고, 검색 결과 유전자 ESR1(NR3A1, Estrogen Receptor 1) 39 과 

                                            
38 https://pubchem.ncbi.nlm.nih.gov/compound/Raloxifene 
39 

https://asia.ensembl.org/Homo_sapiens/Gene/Summary?db=core;g=ENSG00

000091831;r=6:151656691-15212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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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R(PPP1R163, Vitamin D Receptor)40이 도출되었다. 

 

다음 단계는 이러한 표적 유전자를 기반으로 raloxifene을 사용하

여 치료할 수 있는 후보 질환들을 식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raloxifene, ESR1, VDR이 동시에 연결된 질환 목록을 질의했다.  

                                            
40 

https://asia.ensembl.org/Homo_sapiens/Gene/Summary?db=core;g=ENSG00

000111424;r=12:47841537-47943048 

그림 17. Osteoporosis와 raloxifene이 동시에 연관성을 지니는 유전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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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예제를 위해 입력된 질의 목록 

Query set 

1 

Parameter 
Answer 

entity type 

Question 

entity type 

Question entity 

name 

Input Disease Drug Raloxifene 

Query set 

2 

Parameter 
Answer 

entity type 

Question 

entity type 

Question entity 

name 

Input Disease Gene ESR1 

Query set 

3 

Parameter 
Answer 

entity type 

Question 

entity type 

Question entity 

name 

Input Disease Gene VDR 

Q1∩ Q2∩Q3 

 

이 질의를 수행함으로써 도출된 결과는 Bipolar Disorder(양극성 

장애), Breast Carcinoma(유방암), Malignant neoplasm of breast(유방 

암), Malignant neoplasm of prostate(전립선암), Mammary 

Carcinoma(유선 종양), Osteoporosis(골다공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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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예제 질의의 수행 결과 

이러한 상기 질의에 의해 도출된 질병 목록을 기반으로 FDA에서 

승인한 raloxifene의 약물 재배치가 이루어 졌는지 조사했다. FDA데이

터베이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raloxifen이 유방암 치료를 위해 약물재

창출로써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Barrett-Connor et al., 2006). 

이것은 BEE를 사용하여 기존 약물에 대한 새로운 재배치 후보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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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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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연구는 이종 의생명개체 데이터들의 상호 연결의 필요성과 개체

간의 관계 검색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공개된 다양한 종류

의 의생명개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통합된 데

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개체 정보를 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웹 서비

스인 BEE(Biomedical Entity Explorer)를 개발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인 Database 

dump, 웹 페이지, 반구조 형태의 파일, RDF/OWL 등의 구조화된 데이

터들에 대해 대응하는 수집기 BEE-BOT, 동일 개체에 대한 데이터베이

스별 고유 코드의 사상 모듈, 질의 처리기, 웹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BEE는 생물학 연구자들이 연구를 위해 일반적으로 겪는 복잡한 질의에 

대해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BEE는 이종 의생명개체간의 상호 연결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복잡한 형태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한 질의 결과로써 개체들 간의 네트

워크 정보를 시각화 하여 제공하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제공

함으로써 타 시스템에서의 활용과 사용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

다. BEE는 개체 간의 복잡한 관계 정보에 의해 정보를 도출하는 생물학

자, 그리고 의생명개체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일반 사용자에게도 일

종의 개체 포털로써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공개된 자원, 그리고 시스템이 국내외의 연구자들의 학술적 목적과 발전

을 위한 활용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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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과정과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한계점과 새로

운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동일 개체들의 데이터베이스별 고유 코드들을 통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외부 데이터들의 상호 참조(cross reference) 정보들을 

활용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개체의 통합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지이나, 질병의 경우는 데이터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질

병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분류 방법과 세분화 단계가 다양하다. 

SNOMED CT, UMLS, ICD-10 등의 분류 방식이 다양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질병의 상호 참조 정보는 전문가들의 큐레이션에 의해 사상 과

정을 거치지만, 해당 작업은 정해진 내부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큐

레이터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간다. 즉, 이와 같은 미묘한 차이가 두 

홉(hop) 이상의 사상 과정을 거친다면 최종 결과는 거의 다른 개체가 

매칭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어 처리, 혹은 온

톨로지 사상(Ontology Mapping) 알고리즘 등을 활용한 자동 검증과정

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BEE는 유전자를 중심으로 모든 개체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

는 유전자를 제외한 개체-개체 간의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의 

개체 수 × 질의 개체와 연결된 유전자 수 × 유전자와 연결된 개체 수) 

의 질의가 요구되며 이는 시스템에 상당한 부하를 야기함을 의미한다. 

BEE에서 제공하는 검색 결과의 저장 기능은 원래 저장된 결과의 불러

오기를 통해 사용자 질의의 체이닝(Chaining)을 의도하였으나, 과도한 

시스템 부하를 이유로 비활성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노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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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는데, Elasticsearch 41 , 혹은 No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사전에 모든 관계를 인덱싱 함으로써 성

능 향상을 기대하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셋째, BEE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여러 데이터베이스들을 수

집한 메타 데이터베이스로써 구성되어 있다. 이는 BEE의 수집 대상이 

되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 입력이 잘못되었을 경우, BEE에서 보여

지는 결과 또한 잘못됨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BEE의 수집 대상은 메타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최초 발표 데이터베이스

에서 수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Pubmed 등과 같이 논문, 혹은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NER(Named Entity Recognition) 등을 이용한 문장 추출로 데이터베이

스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논문 및 BEE에서 일컫는 개체들간의 ‘관계’는 극도로 추상

화된 표현이다. 해당 표현에는 개체의 활성화, 비활성화, 대립, 자극 등 

생물학적 작용에 의한 연관성이 있는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 있다. 차기 

버전에는 작용에 대한 분절을 통해 관계의 검색시 이를 반영한 결과를 

보여주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모든 연구의 결과물들은 웹에 공개하여 관련 연구에 기여

하고자 하였다. BEE 시스템은 http://bike-bee.snu.ac.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공개가 의생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41 https://www.elastic.co 

http://bike-bee.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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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heterogeneous biomedical entity 

database and entity exploration system 

Jinuk Jung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iomedical Entity Explorer(BEE) is a web server that can search for 

biomedical entities from a database of six biomedical entity types (Gene, 

miRNA, Drug, Disease, SNP, Pathway) and their gene associations. The 

search results can be explored using intersections, unions, and negations. 

BEE has integrated biomedical entities from 16 databases(Ensemble, 

PharmGKB, Genetic Home Reference, Tarbase, Mirbase, NCI Thesaurus, 

DisGeNET, Linked life data, UMLS, GSEA MsigDB, Reactome, KEGG, 

Gene Ontology, HGVD, SNPedia, dbSNP) based on their gene associations 

and built a database with their synonyms, descriptions, and links containing 

individual details. Users can enter the keyword of one or more entities and 

select the type of entity for which they want to know the relationship for 

and by using set operations such as union, negation and intersection, they 

can navigate the search results more clearly. With this method complex 

queriessuch as ’What are the genes simultaneously associated with Cell cell 

adhesion, Cell proliferation, Epithelial to mesenchymal transition and Adult 

hepatocellular carcinoma’ can be easily obtained through a simple and 

intuitive input. We believe that BEE will not only be useful for biologists 

querying for complex associations between entities, but can also be a good 

starting point for general users searching for biomedical entities. BE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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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le at http://bike-bee.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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