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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을 위한 의료정보처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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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urveys some researches to accomplish on bioinformatics. These researches wish to propose a database     

architecture combining a general view of bioinformatics data as a graph of data objects and data relationships, with the     

efficiency and robustness of data management and query provided by indexing and generic programming techniques. Here,     

these invert the role of the index, and make it a first-class citizen in the query language. It is possible to do this in a     

structured way, allowing users to mention indexes explicitly without yielding to a procedural query model, by converting     

functional relations into explicit functions. In the limit, the database becomes a graph, in which the edges are these indexes.     

Function composition can be specified either explicitly or implicitly as path queries. The net effect of the inversion is     

to convert the database into a hyperdatabase: a database of databases, connected by indexes or functions. The inversion     

approach was motivated by their work in biological databases, for which hyperdatabases are a good model. The need     

for a good model has slowed progress in bioinfor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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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생명의료정보(Bioinformatics)의 정의는 단일하게 정   

의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생물학, 대부분 분자 생물      

학 문제에 대해서 진보된 정보와 계산적인 기술의 창       

조와 발전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생명의료정보를    

DNA/RNA, 그리고 단백질 서열, 구조, 기능, 그리고      

유전적인 상호작용처럼, 생물학적인 데이터를 저장, 검     

색,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급한다. 더욱 좁게 생명       

의료정보를 해석하여 데이터를 서열화하는 유전자 프     

로젝트 관리문제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또 더욱 더 광       

범위하게 생명의료정보를 해석하여 집단 모델링과 수     

치적 실험을 포함시키는 계산적인 생물학의 모든 영역      

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생명의료정보는 생화학, 분자     

생물학, 그리고 컴퓨터학의 융합이며 살아있는 유기체     

에서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정     

보를 획득, 저장, 조직 그리고 분석하는 것이다. 생명의     

료정보의 주요 목적은 복잡한 다중 데이터를 유용한     

정보와 지식으로 변환하는 것이며 데이터는 유전자와     

단백질 서열, cDNA, 뉴클레오티드 염기 서열이 포함     

되고 유전자 서열, 복합적인 화학적 합성, 유전자 표현     

조사, 약물 유전학, 단백질 연구에서 얻을 수 있다. 그     

리고 연구자들이 복잡한 생명 시스템을 보다 잘 이해     

하도록 합성적이고 예측적인 모델을 구축하는데 사용     

되는 정보를 의미하며 생물학, 화학, 의학, 제약학에서     

미래에 응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생명     

의료정보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정의를 기술하고 미국     

UCLA[1]에서 수행된 생명의료정보 처리를 위한 그래     

프 데이터베이스의 전환에 대한 연구 자료를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2장에서는 고차원 유전자 프로     

그래밍 프레임 워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그래프 사     

용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언급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생명의료정보의 질의와 데이터베이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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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한계, 전환 방법, 필요      

성, 구현을 살펴보고 5장에서는 생명의료정보에서의    

응용을 언급한다. 그리고 6장에서는 결론을 서술한다. 

2. 유전자 프로그래밍 

[2-4]는 C++에 대한 고차원 프로그래밍 프레임 워크      

인 STL(Standard Template Library)를 기술한다. STL     

은 컨테이너(containers), 반복 연산자(iterators), 단항과    

이항 함수 그리고 “유전자 알고리즘” 대해 미리서 정       

의된 클래스의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다. STL은 C++      

템플레이트를 아주 자주 사용하며 유전자 라이브러리     

라고 한다. 이것의 구성요소는 템플레이트를 매개변수     

로 한다. 템플레이트를 C++로 도입하기 위한 이유는      

Array <int>처럼 유전자 컨테이너를 지원하기 때문이     

다. 피고용인 레코드의 한 파일에서 피고용인을 정렬하      

고 출력하기 위하여 STL을 사용하는 간단한 예제 프       

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제1) STL 사용

vector<string> EMP;

//EMP is an extendible vector container string e;

while (getline(cin, e)) EMP.push_back(e);

// append cin input lines to EMP

sort (EMP.begin( ), EMP.end( ) );

// begin, end are iterators/cursors

copy (EMP.begin( ), EMP.end( ), ostream_iterator

<string>(cout, "\n"));

// copy EMP to (iteratorized) cout

STL은 고차원 함수적 프로그래밍의 폼을 지원한다.     

프로그래머는 그 폼들이 매개변수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하여 콜렉션상에 매핑을 정의할 수 있다. 결점은      

추상화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STL이 어렵고 개념적 가      

중치 때문에 자바2 콜렉션 프레임 워크로 STL을 구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콜렉션 프레임 워크에서 집합,      

리스트, 컨테이너와 인덱스된 구현은 현재 지원된다.     

이 클래스는 강력하게 일등급 인덱스를 지원한다. 그러      

나, STL은 자바 콜렉션 프레임 워크에서 삭제된 많은       

유용한 특징을 갖는다. 예를들면 STL은 벡터, 리스트,      

디큐, 집합, 다중 집합, 맵, 다중 맵, 큐, 큐 스택 그리고          

우선 순위 큐를 포함하는 보조적 컨테이너 같은 클래       

스를 갖는다. STL은 그래프 질의어로 정의하여 컴파일      

될 수 있는 언어로 사용된다. 질의 최적화는 좋은 성능        

을 내는 반복 연산자의 순서를 찾는 것이다. 유전자 프        

로그래밍 프레임 워크는 데이터베이스를 응용하여 영     

구적 STL 시스템이 개발되었다[5]. 콜렉션 타입[6]에 대     

해 일반적 질의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서 유전자 프로그래밍의 부분들을 재발견하는데 서술     

된 인덱스의 일등급 상태와 그래프 데이터 모델은 컨     

테이너와 반복 연산자의 프로그래밍 프레임 워크로 지     

원된다. 프레임 워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이것이     

강력한 타입을 지원하고 이러한 클래스들이 유용한 대     

수적 성질을 가지므로 프레임 워크는 많은 컴파일레이     

션과 최적화 기법에 허용된다. 데이터베이스 군집처럼     

컴퓨테이션을 쉽게 지원한다. 데이터베이스 무결성과    

성능 표준이 만날 수 있도록 한 타입의 클래스를 지정     

한다. 전환된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엔진 보다 더 강     

력한 계산적 엔진이 요구 된다. 

3.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생명의료정보에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목적    

은 유전자들간에 기능적이며 구조적인 관계의 패턴에     

대해서 유전자 염기서열 정렬을 생물학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 유전자를 이해하고 개발하는데 도움     

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GOOD[7], GraphDB[8], 그리고     

GRAS[9]는 잘 알려져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비주얼 인터페이스는 자주 사용된    

다. [10,11]에서는 그래픽 정보 모델을 갖는 비주얼 인터     

페이스 지원 시스템은 UML[12]와 비주얼 클래스 다이     

어그램을 주로 고려한다. 이러한 모델은 더 좋은 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설계, 네트워     

크 관리 그리고 웹을 통한 정보의 일반적 통합에서 더     

섬세하도록 증가하는 요구 사항을 반영한다. 그래프를     

강조하는 과학적인 응용에 목표를 둔 비주얼 데이터베     

이스 인터페이스에서는 데이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즉, 상호동작 가능성에 대한 파일 형식 변환을 서술하     

기 위해 흔히 데이터 흐름 그래프를 사용하므로 이러     

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과학적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분석에 목표를 둔다[6,12,13] 데이터 마이닝 함수는 성공     

적인 그래프 모델 즉, [15,16]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된다. XML 기반 그래프 언어는 통합을 위한 플랫     

폼으로써 개발되어 왔다. 정보를 위한 그래프 모델이     

아주 잘 설정된다. 정보의 그래프 모델과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결은 E-R 다이아그램, 의미 네트워크와 의미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포함된다[17]. 집단이 기본적인 모     

델링 구성이기 때문에 계층적 그래프는 다양한 환경에     

서 발생한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 집단을 슈퍼     

노드 즉, 작은 노드를 많이 갖는 노드로서 표현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중첩된 객체 모델이     
조선자연과학논문집 제2권 제4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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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예를들면 슈퍼 노드 X와 Y사이에 선분은 컨테       

이너로 결정된 X와 Y-선분 상속에 있는 개별적인 원소       

간에 어떤 관계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층적 그        

래프는 상태 차트[18,19]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UML[12]로 통합된다. 많은 비주얼 데이터베이스 시스     

템에서처럼 기본적인 질의는 데이터베이스와 일치되는    

그래프로써 서술될 수 있다[20]. 데이터베이스 전환의     

결과는 “isa”, “hasa”, “contains”같은 전이 관계와 관련      

된다. 이것은 컨테이너의 반복적 계층을 만든다. 인덱      

스 스킴은 이 계층적 구조를 이용할 수 있다. 계층적        

인덱스는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21]를 위해서 연구되     

었다. 전이 관계는 특별화된 인덱싱을 지원하는데 중요      

하다. 정보 표현 언어로써 XML의 구조는 트리처럼 방       

향성 있는 비순환 그래프다. XML 데이터베이스[21]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질의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패     

스와 정규 표현 질의는 최적화[22-25]될 수 있다. 패쓰 질        

의어는 반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 분야[6]와 인덱싱 최     

적화 그리고 클러스트링 기술에서 사용된다. 

4. 데이터베이스 전환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과 강건함 그리고 인텍싱과 일      

반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을 제공하는 질의어로 노드(데     

이터 객체)와 선분(데이터 관계)의 그래프로써 생명의     

료정보 데이터의 일반적인 관점을 결합시킨 데이터베     

이스 구조를 제안한다[1,26]. 이것은 관계형 질의어에서     

일반적으로 감춰진 인덱스를 통하여 관계를 질의할 수      

있는 표로 된 스키마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일차       

적인 인터페이스를 대신한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인덱스는 이등급의 상태를 갖는다. 인덱스     

는 질의어에서 명백하게 언급될 수 없다. 이러한 인덱       

스의 관리는 명백한 접근 패스와 항해적인 질의어로      

사용된다. 응용에서 인덱스는 정보를 검색하는데 결정     

적인 요소이다. 함수적 관계를 인덱스로 개조함으로써     

절차적인 질의어 모델을 포기하지 않고 사용자가 명확      

하게 인덱스를 언급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데이터베이       

스는 선분이 인덱스인 그래프가 된다. 함수 합성은 명       

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패스 질의어로써 명세화 될 수       

있다. 전환의 네트 효과는 데이터베이스를 하이퍼 데이      

터베이스 즉, 인덱스 혹은 함수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들로 된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는 것이다. 새로운 모델      

이 생명의료정보에서 필요하다.

4.1. 생명의료정보의 질의

생명의료정보는[26, 27]에 적용되는 복합적 구조에 대     

해서 다양한 변형들이 고성능이고 포괄적인 데이터 마     

이닝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질의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체 정보학과 같은 응     

용에 부적합하다. 첫째, 분석(데이터 마이닝)상에 있다.     

데이터는 주로 읽혀지고 질의는 기능을 섬세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생명의료정보는 인덱스 혹은 몇 가지     

종류의 접근 패스를 통하여 다른 형태로 다른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복합적 구조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셋째, 많은 질의는 염기 서열의 정열같은 인덱싱의 형     

태를 요구한다. 복합적 구조는 테이블로 표현된 것 보     

다 더 좋게 노드가 데이터를 나타내고 선분이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표현된다. 객체지향이며 반구조화    

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상업적 관계형 DBMS 보다     

훨씬 더 우수한 구조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     

이터 모델과 질의어 개발에 성공적이었다. 그렇지만생     

명의료정보 같은 응용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은 여전히     

불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베이스가 요     

구된다. 즉 복잡한 함수적 관계로의 추상적 인터페이스     

와 고성능 검색 모두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하다. 이 연구 조사[26]에서는 엄정한 인덱싱 기법의 속     

도를 이용하여 선분으로 연결된 데이터 객체(노드)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생명의료정보 데이터로의 추상적    

인터페이스를 결합시키는 구조를 서술한다. 인덱스는    

그래프 데이터 모델이다.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사용자     

의 직접 질의 관계를 나타내는 일등급 데이터베이스     

객체이다. 사용자는 요구되는 객체와 관계에 대한 질의     

그래프를 서술하고 검색 엔진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질     

의어 그래프에 일치하는 서브 그래프를 찾는다. 이 방     

법이 질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로써 인덱스를     

사용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를 감추는    

정상적인 테이블 스키마가 없으므로 이 구조를 그림 1     

과 같이 전환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그림 1. 데이터베이스의 전환.
Fig. 1. Database Conversion.
J. Chosun Natural Sci., Vol. 2, No. 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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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그래프는 유전자 데이터와 데이터들의     

복잡한 관계에 대하여 융통성 있는 표현을 제공한다.      

유전자 염기 서열 정열을 통하여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는 연결되지 않은 분리된 데이터 타입을 통합시킨다.

관계형 모델은 복합적 집단을 포함하는 응용에 대해      

서 비효율적이다. 즉 데이터의 대용량은 복잡성을 갖는      

다. 5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의료정보 응      

용을 언급한다. 생물학적 염기 서열과 염기 서열 순서       

정렬 그리고 3차원 구조를 살펴본다. 그러한 상황에 대       

해서 테이블 스키마는 데이터로의 인터페이스를 부족     

하게 하고 성능 저하를 야기 시키므로 새로운 대체 모        

델이 요구된다. 관계와 인덱스를 모두 결합한 그래프      

모델은 일반적 프로그래밍, 객체의 모임인 컨테이너,     

커서 혹은 계산자같은 반복 연산자의 사용에 의존하는      

엄격한 프레임 워크 그리고 반복 연산자에 의해서 서       

술된 컨테이너에 대한 함수적 변형으로 구현된다. 유전      

자 프로그래밍은 질의어와 질의어 최적화에 이용한다.     

이것은 강력하게 타입화될 수 있고 객체 모델과 복잡       

한 구조로 공존할 수 있으며 인덱싱에 대한 새로운 형        

태로 개방할 수 있고 높은 성능 계산에 방대한 제어 구         

조를 제공할 수 있다. 

4.2. 생명의료정보에서 데이터베이스 전환

4.2.1. 전환 방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설계 중 가장 기본적인 개념중     

의 하나는 함수적 관계다. 아주 간단한 예는 함수     

EMP→DEPT이다. 이것은 각 종업원이 유일한 부서를     

갖는다. 고전적인 정규화 이론에서는 필수적으로 다른     

함수적 관계가 단일 관계로 표현되도록 데이터베이스     

를 설계한다. 이러한 종속성에서 함수는 실제로 단일화     

된 값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대다 관계는 집합 값을     

갖는 함수로 모델화될 수 있고 다시 단일 관계로 표현     

될 수 있다. 엔티티간에 다대다 관계는 항상 단일 관계     

로 표현될 수 있고 또한 두 개의 보완적인 집합 값을     

갖는 함수를 표현한다. 이러한 함수는 모두 단일 혹은     

집합 값이든 간에 한 선분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더 선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선분으로 함수적 관계를 표현하는 기법은 아주 편리하     

다. 이러한 기법의 이점 중의 하나는 인덱스가 설계를     

수정하지 않고 단일 혹은 집합 값인 어떤 함수와 선택     

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덱스는 관계형 설     

계에서 감춰질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이러한     

접근을 선택적으로 회피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전환    

할 수 있다. 관계하에서 함수와 인덱스를 숨기기 보다     

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모델에 포함시킨다. 이것은 모델     

링 구성요소가 된다. 예를들면, 관계형 모델의     

EMP.DEPT 뿐만 아니라 dept라는 함수를 모델에 도입     

하고 종업원의 부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dept(EMP)를     

사용하는 것은 테이블에 대한 어떠한 가정도 없이 정     

당하게 동작한다. 다시말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전환     

은 설계에서 함수적 구성 요소로 관계형을 대신한다.     

인덱스는 감춰지지 않지만 대신에 함수적 관계에 대해     

볼 수 있는 구현이다. 따라서, 함수적 관계는 함수로     

명확히 모델화된다. 이것의 관계는 방향성이 있다. 그     

래서 매개변수는 입력과 출력으로 나눌 수 있다. 방향     

성이 있는 관계는 논리적 프로그래밍의 구현에서 그리     

고 입출력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제한/무제한으로서     

변수의 수식어를 갖는 DATALOG 프로그램의 컴파일     

에서 고려된다. 관계 대신에 함수를 갖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는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을 모두     

적용해서 완전히 함수 지향적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필요는 없다. 약간의 함수적 관계는 관계로 표현되고     

나머지는 함수로 표현된다. 예를 들면, 함수적 관계     

DEPT→MGR은 관계로 표현될 수 있고 복합적 함수     

관계 표현인 dept(EMP).MGR은 피고용인의 부서 관리     

그림 2. 그래프 질의.
Fig. 2. Graph Query.

그림 3.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그래프 연산.
Fig. 3. Graph Operation of Graph Database.
조선자연과학논문집 제2권 제4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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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은 함수 mgr(dept(EMP))로      

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전환은 선       

택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4.2.2.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한계

전환 과정을 통하여 함수 지향적 데이터베이스의 결      

점을 해결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래프 데이       

터베이스의 한계는 존재한다. 이것은 관계형 데이터베     

이스의 반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즉, 의미 네트워크        

의 형태, 이진 관계형 모델, E-R 다이아그램 등에서 한        

계점이 발생한다[17]. 최근에 UML 클래스 다이아그램     

에서 구조화된 객체지향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비주      

얼 도구를 광범위하게 사용했다[12]. 그래프 데이터베이     

스에서 엔티티는 노드로 표현되고 관계는 선분으로 표      

현된다. 선분이 방향성을 갖을 때, 단일 혹은 집합화된       

값의 함수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선분에 함수 이름으      

로 꼬리표를 붙인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관심     

은 어떤 부류의 질의어를 지원할 것이냐는 것이다. 간       

단한 접근은 질의어를 그래프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다. 질의는 라벨화되지 않은 노드를 갖는 템플레이트      

그래프일 수 있다. 그리고 질의어의 작업은 템플레이트      

그래프를 일치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한 노드를    

찾는 것이다. 질의어의 결과는 템플레이트 그래프를 일      

치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 특정한 항목의 서브     

그래프이다. 

4.2.3. 전환의 필요성

관계화 기법은 동질적인 데이터와 적당한 크기의 데      

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적용된다. 함수적 관계는 비밀리     

인덱스화 될 수 있다. 그러나 관계화 기법은 이질형 데        

이터와 대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잘 적용되지 않      

는다. 이질형 데이터에 대한 기법은 중첩된 관계, 복잡       

한 객체, 반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등에 대해서 적용되     

었다. 필수적인 문제는 이질형 데이터가 기본적인 기억      

장치 구조에서 명백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플랫      

관계는 성능 혹은 질의어의 표현의 용이성에 대해 표       

현 방법에서 부족하다. 생명의료정보를 지원하는 데이     

터베이스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대형 데이터 집합에 대      

해서 인덱스의 존재는 모델의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        

다.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는 증가하기 때문에 인덱스의     

존재나 부재를 점차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거시적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연합이    

더욱 중요하게 되므로 데이터베이스를 하이퍼 데이터     

베이스로 연결하는 것을 더욱 부담스럽게 한다. 데이터      

베이스 전환은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가 급속히 발전     

할 때 중요하다. 전환은 몇가지 설계를 개별적인 함수     

로 요소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함수는 안전한 채로 남     

아 있지만 기본적인 타입과 특성이 없을 때 이 요소화     

는 도움이 된다. 질의어의 관점에서 그래프는 자연스럽     

게 스키마의 발전을 대체하는 방법이 된다. 그래프는     

시각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특별한 패쓰 질의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을 보인다. 객체 관계형 DBMS의 개     

발에 있어서 임의의 함수를 데이터베이스로 도입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필요하다. 병행 처리를 도입하기 위해     

서 함수는 프로시줘 뿐만아니라 미들웨어와 프록시 같     

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인덱스를 볼 수 있     

도록 만드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할 것이다. 함     

수와 인덱스를 표현하는데 아주 좋은 것은 선언적인     

방법이고 이들을 자연스럽게 데이터 모델에 통합할 수     

있다. 함수와 관계는 실제로 함께 존재하므로 데이터     

모델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4.2.4 전환된 데이터베이스의 구현

전환된 데이터베이스의 구현은 상당히 간단하다. 첫     

째, SQL 기반을 구현한다면 전환 결과로 생기는 함수     

관계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dept(EMP)     

처럼 함수를 직접 질이어의 표면에 붙이는 것은 관계     

형 언어와 SQL에서 가능하다. 둘째, 컨테이너와 반복     

연산자를 사용해서 인덱스와 함수적 관계에 대해 주요     

한 프로그래밍 언어 수준을 구현하는 것이다. 컨테이너     

는 객체의 집합이다. 순서화되고 비순서화된 컨테이너     

같은 다양한 다른 클래스의 컨테이너가 존재한다. 이     

다양성은 많은 여러 종류의 집합, 백, 리스트, 간격같은     

콜렉션을 반영한다. 각 컨테이너는 관련된 인덱스를 갖     

을 수 있다. 사용된 인덱스의 종류는 컨테이너의 클래     

스에 일치한다. 순서화된 컨테이너는 순서를 유지하는     

인덱스를 갖는다. 그러나, 주어진 한 종류의 컨테이너     

에 대해서 다종의 인덱스가 될 수 있다. 연산이 컨테이     

너상에서 수행될 때 마다 인덱스는 갱신된다. 매핑은     

이산 함수 혹은 인덱스로써 이중적으로 보여질 수 있     

는 x상에서 색인된 콜렉션 쌍(x, f(x))를 구현하는 컨테     

이너의 특별화된 클래스이다. 그림 4는 그림 3의 그래     

프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련의 컨     

테이너 인덱스를 보인다. 반복 연산자는 열거된 순서에     

서 한 컨테이너에 대한 객체를 얻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커서 같은 구성 요소다. for-loops은 다음 메쏘드     

와 함께 성공적으로 관련된 컨테이너에서 반복 연산자     

를 만드는 객체로 주어진 반복연산자를 설명할 수 있     

다.

즉, 반복 연산자는 컨테이너를 통하여 스캔을 설정     
J. Chosun Natural Sci., Vol. 2, No. 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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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사용될 수 있고 컨테이너의 모든 요소에 함수       

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for-loops의 순서와 컨테이       

너가 지원하는 인덱스의 종류는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현에 대한 컨테이너/반복 연산자의 접근은      

인덱스의 사용에 원칙을 부과한다. 컨테이너는 반복     

연산자를 통해서만 접근될 수 있다. 따라서, 인덱스의      

사용은 인덱스 구현의 세부 사항에서 분리된다. 

콜렉션 사용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고 콜렉션의 인덱      

싱 메쏘드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질의어는 강력      

히 타입화되고 따라서 컴파일될 수 있다. 접근 패쓰를       

타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 타입이 주어질 때,        

접근 패쓰의 선택을 자동화할 수 있다. 또 API와 미들        

웨어 같은 것이 서로 상호 동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        

전자 프로그래밍은 이 원칙을 따라서 임의의 컨테이너      

와 반복 연산자가 도입되도록 할 수 있다. 하이퍼 데이        

터베이스에 필요한 확장된 인덱스는 이 인터페이스 컨      

테이너 아래에 적용될 수 있고 반복 연산자는 그래프       

에 대해서 간단한 구현을 제공한다. 노드와 선분은 컨       

테이너이다. 운행은 반복 연산자로 가능하다. 컨테이너     

는 계층적 그래프를 제공한다. 슈퍼 노드는 다시 다중       

노드를 갖는 컨테이너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       

로 계층적 그래프에서 요구하는 요약 성질을 제공한다.      

두개의 슈퍼 노드가 선분으로 연결된 노드를 갖는다면      

선분에 의해서 연결될 수 있다. 이 선분 상속은 억제의        

상속으로 정의된다. 주로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     

해서 이러한 상속된 선분은 실현될 수 있으며 슈퍼 노        

드와 직접 관련된다. 계층 그래프는 구성 요소가 다중       

서브 구성 요소를 갖을 수 있는 복합 시스템에 대해서        

좋은 추상화를 제공하므로 복합 그래프[28]로서 언급된     

다. 이러한 그래프는 일반적인 라벨화된 그래프 G=      

(V,E)와 노드의 집합 V에 대한 포함 관계의 방향성 트        

리인 H=(V,E)와 같은 두 개의 그래프로 구성된다. 포     

함 계층은 노드를 레벨별로 계층화 한다. 그리고 계층     

적 그래프를 표시할 때 레벨은 특정한 노드를 나타내     

보이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즉, 어     

떤 레벨 아래에 노드의 표시는 상속된다. 컨테이너 인     

터페이스는 인덱싱을 위해 일관성이 있는 프레임 워크     

를 제공한다. 전환으로 제공되는 융통성은 다음과 같다.     

객체 IDs와 인덱싱에 대해서 각 추상적 데이터 타입이     

IDs의 분리된 이름 공간을 갖는다면 각 타입에 대한     

인덱스가 존재할 수 있고 객체 ID를 인스턴스 변수 값     

으로 매핑할 수 있다. 다른 타입을 참조하는 단일 타입     

에 대해서 다중 인덱스가 있다. 집단에 대해서 단일 인     

덱스는 객체 ID에 관련된 다중 변수 혹은 객체의 다중     

타입으로의 선분같은 다중 출력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     

문에 객체 지향 구조를 사용할 수 있고 특정한 타입의     

표현에 있어서 가능한 효율성 검사를 할 수 있다. 분산     

인덱스와 가상 객체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주어진     

타입에 추가해야 하지만 기존의 클래스 정의에 추가할     

수 없다. 이 새로운 데이터는 원래의 타입에서 새로운     

데이터로 새로운 인덱스를 생성함으로써 추가될 수 있     

다. 관계형 관점에서 이러한 데이터는 기본 키를 공유     

하고 죠인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룩업에 의해서 정보     

를 결합시키는 가상 행으로서 동작한다. 이렇게 분산된     

인덱스는 동일한 시스템상에 유지될 필요가 없고 다른     

컴퓨터 상에 저장될 수 있다. 그리고 연합 데이터베이     

스로서 동작한다. 콜렉션 매핑 파라다임에 대해서 모든     

함수적 관계는 콜렉션에서 콜렉션까지 맵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콜렉션 클래스는 새로운 요구     

를 만족하도록 쉽게 정의될 수 있다. 신호에 의한 인덱     

싱에 대해서 함수적 관계가 연사자로서 보여질 때 입     

출력 데이터 타입을 서술하는 데이터 타입인 특정한     

신호를 갖는다. C++ 같은 언어에서 처럼 연산자가 신     

호에 의해서 검색될 수 있도록 인덱스화 될 수 있다.     

모델의 융통성에 있어서 인덱스들의 인덱스(Index of     

Indexes:IOI), 모든 함수적 선분에 대해 정보를 저장하     

는 인덱스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보 자체는     

클래스(노드)와 연산자(한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로의    

선분)로 구성된 그래프를 형성한다. 이 그래프는 IOI     

그래프를 통해서 가능한 운행의 집합으로 표현되는 데     

이터베이스에서 정의 가능한 모든 매핑의 결과다. IOI     

는 실행 시간에 동적으로 수정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된 모든 타입의 스키마에 대응한다. 따라서 주     

어진 클래스에서 원하는 클래스로 IOI 그래프에서 패     

쓰를 찾는 것은 원하는 질의어를 수행할 일련의 인덱     

스 연산을 직접 제공한다. 스키마 공간(IOI)에서 이 그     

그림 4. 테이블로 표시된 컨테이너 인덱스.
Fig. 4. Container Index displayed by Table.
조선자연과학논문집 제2권 제4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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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 운행 문제를 푸는 것은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인      

데이터 공간에서 해결하는 것 보다 더욱 효과적이다.      

따라서, IOI를 검색함으로써 가장 짧고 빠른 패쓰가 발       

견될 수 있는데 까지 패쓰-질의에 대한 검색 공간은       

up-front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     

함수적 관계로써 모든 선분을 취급하는 것은 사용자      

정의 함수를 허용하도록 확장시킬 수 있다. 어떤 질의       

의 그래프라 할지라도 자체는 입력 집합을 출력 집합       

으로 사상하는 함수적 관계인 집합 매핑 연산으로써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질의어 그래프를 IOI       

에 저장할 수 있고 적절한 함수 이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로써 취급할 수 있다. 이 함수는 입력        

타입, 출력 타입, 함수 이름같은 신호 일치의 표준 매        

카니즘을 통하여 미리 질의어로 호출될 수 있다. 그러       

한 사용자 정의 함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뷰의 동       

치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데이터의 편리한 뷰를 제공      

하는 반면 어떻게 데이터가 조직되고 데이터베이스 내      

부에서 질의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숨긴다. 또 함       

수의 라이브러리를 갖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확장     

시킨다. 

5. 생명의료정보에서의 응용

생물학적 정보는 인덱싱의 새로운 형태를 요구하고     

정보를 접근할 때 인덱스의 과도한 사용을 요구한      

다[25,26] 이것은 피상적으로 염기 서열 정열, 운행, 컨티       

어너의 계층을 통해 내려감, 의미 네트워크의 검색 그       

리고 데이터 마이닝에 중요하다. 그래프 인터페이스가     

유전자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29]. 전       

환된 데이터베이스가 생명의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   

서 가장 중요한 능력인 염기 서열 정열의 인덱스를 어        

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열       

은 두 염기 서열[30] 간의 관계다. 염기 서열의 개별 원         

소간에 정열이 1:1관계인 단순한 경우를 생각한다. 두      

염기 서열 A와 B가 주어질 때, 각 원소 A[i]는 B에 대          

해 0 혹은 하나의 원소와 관련될 수 있다. 그리고 역으         

로 원소 B[j]는 A에 대해서 0 혹은 하나의 원소와 관         

련될 수 있다. 생물학에서 A의 다중적인 연속적 원소       

는 자주 B의 연속적인 원소로 정열된다. 이 경우에 정        

열 관계는 간격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표현될 수 있       

다. 간격은 실제로 과중하게 사용된다. 그림 5에서 유       

용한 유전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      

본적인 도전은 각 유전적 객체(즉, 유전자)가 자신의      

서브 그래프(즉, 염기 서열)이고 각 선분은 이러한 서       

브 그래프(즉, 정열)간의 복잡한 매핑관계가 있다. 이러      

한 정열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전자에 관해 가장 생물     

학적인 의문에 응답하는데 결정적이다. 현재 데이터베     

이스는 이러한 정열 관계를 통합하거나 질의할 수 없     

다. 여기서 두 단백질 서열 (NS3, 1ctgA)은 서로에게     

그리고 유지된 염기 서열(+), 구조적 상동관계(===)와     

모티브(____) 같은 기능적 정보에 정열된다.

그림 5는 GeneMine 유전자 분석 프로그램[25]으로     

생성된 염기 서열 사이에서 일치된 정확한 정열 관계     

를 나타낸다. 인덱스로써 한 염기 서열에 있는 간격을     

다른 염기 서열의 간격에 관련시키는 정열 인덱스를     

나타낸다. 이런 종류의 인덱스 의미가 여러 방향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정열 인덱스의 사용은 많은 인     

덱스화된 간격과 교차하는 입력 간격을 제어한다. 각     

정열 인덱스는 컨테이너로써 구현 가능하고 IOI는 주     

어진 쌍의 염기 서열간에 정열을 매핑시키기 위해 사     

용하도록 올바른 컨테이너를 결정할 수 있다. M 트리     

와 GNAT 트리는 유전자 서열의 지역적 정열를 구현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컨테이너는 이와 같이 특별화된     

형태의 인덱스를 구현할 수 있다. 인간 유전자가 복사     

되고, 기존 유전자를 증가적으로 생성하여 재결합함으     

로써 새로운 유전자를 생성하는 혁신적인 과정의 산물     

이기 때문에 인간 유전자에서 모든 유전자를 가로지르     

는 염기 서열의 유사성 관계에 대해서 행렬이 존재한     

다. 인간의 질병을 발견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인간     

유전자와 모델 유기체에서 유전자 간에 서열 유사성     

관계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표현하는 파라다임     

은 서로 관련된 서열간에 정확한 매핑인 염기 서열 정     

열이다. 

그림 6에서 단백질은 한 도메인을 공유하지만 여러     

곳에서 다르다. 상동관계에 의해서 알려진 유전자(A)     

그림 5. 염기 서열간에 일치된 정열.
Fig. 5. Accorded Sort among Base Orders.
J. Chosun Natural Sci., Vol. 2, No. 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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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새로운 유전자(B,C)를 특징지울 수 있다. 그런데      

염기 서열 정열은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술      

에서는 아주 어렵다. 두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첫       

째, RDB의 고정된 테이블 구조는 유전자 관계의 복잡       

하고 동적인 패턴, 생물학적 정보의 다양성, 새로운 정       

보가 발견될 때, 변화의 빠른 페이스에 대해서 너무 융        

통성이 적다. 생물학적 정보는 복잡한 특징, 성질 그리       

고 집단을 처리한다. 이 정보를 관계형 스키마로 연결       

시키는 것은 대부분의 생물학적 질문을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질의어 성능과 크기를 약하게 한다. 그       

리고 이것은 새로운 타입의 정보에 대한 유입으로 페       

이스를 유지할 수 없다. 객체 지향 정보 모델은 이 정         

보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고 객체지향 접근은 RDB에        

대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객체 지향과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두는 간단한 테이블 정의      

에서 그리고 복합적인 클래스 정의와 방법으로 스키마      

세부사항을 옮김으로써 정보관리 문제를 더 나쁘게 만      

드는 비융통적인 스키마를 갖는다. 따라서, 데이터베이     

스에서 강력하게 질의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염기 서열       

정열 인덱스를 표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구 사항       

이다. 계층적 그래프는 염기 서열과 정열의 자연스런      

표현을 제공한다. 정열과 유전자 특성에 관해 정보와      

질의는 모두 특성의 세부사항을 마스크 하도록 추상화      

계층을 갖는 그래프로서 서술될 수 있다. 그래프 질의       

모델의 단순성과 집합 매핑 연산자에 근거한 질의처리      

모델의 일반성은 유지된다. 유전자 염기 서열과 정열의      

효율적인 기억장치는 중요하다. 서열 데이터의 크기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정보에 대해 완전히 추상       

적인 관점을 표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본적인     

구현이 이뤄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방대하다. 이것은       

보편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가지고는 구현을 어     

렵게 한다. 기억장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전      

자 서열에 대해 선형적이고 계속적인 간격 기반 구조     

는 매우 완벽하게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공한다. 유전자 데이터의 패쓰 방향은 그래프 데이터     

베이스에서 빠른 질의어 알고리즘 뿐만 아니라 코어     

데이터의 매우 효율적인 표현과 그 표현을 감추기 위     

한 클래스 방법을 가능하게 만든다. DNA 염기 서열에     

대해서 2 비트, 백겹 혹은 그 이상의 그래프 표현 혹은     

관계형 구현에 대해서 저장될 필요가 있다. 크로모섬에     

서 유전자의 집단같이 정열의 집단을 표시하기 위하여     

간격 트리-기반 스킴은 다른 경우를 제공한다. 유전자     

정보는 일정하게 발전하는 융통성 있는 스키마를 요구     

한다. 생명의료정보는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에 대해서 지원되지 않는 가볍게 구조화된 정보의 조     

작을 요구한다. 이것은 스키마가 없고 자신을 서술하며     

자유롭게 발전하고 불규칙적이고 이질적인 정보이다.    

생물학적인 응용[31]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도된 데이터     

베이스일지라도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엄격    

한 스키마를 갖는다. 엄격함에 대한 정당화는 효과적인     

질의 최적화에 대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생물학적 정보의 정확한 표현을 방해할 수 있다. 관계     

형 테이블 구조가 그랬듯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특     

정한 집합의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를 설정하지 않고     

데이터의 엔티티와 관계 모델에 적합하다.

6. 결 론

데이터베이스의 전환은 인덱스가 감추어진 테이블의    

스키마가 아니라 명확히 인덱스로써 함수적 관계를 표     

현하는 한 프로세스다. 동질적이고 안전한 스키마, 방     

대한 크기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런 접근은 이질     

적이거나 빠르게 변하는 스키마 혹은 아주 커다란 데     

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더 좋은 구조적 설계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전통의 관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심오하지만 간단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덱스를 볼수 있게 하는 것, 임의의     

함수를 허용하는 것, 미들웨어 혹은 다른 통합적 매카     

니즘을 통합하는 것 그리고 병렬 처리를 도입하는 것     

은 상업적인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다. 이것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     

조사에서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생명의료정보    

를 처리하는데 한계를 갖게 되므로 이를 전환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언급되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이     

연구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생명의료정보 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모델링하여 구현하고 성능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6. 다중 도메인.
Fig. 6. Multiple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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