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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유 체학의 발 ,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확산, IT/NT의 발  등에 따라 방 한 양의 바이오-메디컬 

데이터가 생산되고, 이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헬스 어 산업이 속히 발달하고 있으며, 이와 련된 빅

데이터 기술은 국민의 건강 증 와 건강한 고령 삶을 제공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패스웨이

(Pathway)는 단백질, 유 자, 세포 등의 생체  요소 간의 역학 계 혹은 상호작용 등을 네트워크 형식으로 

표 한 생물학  심층지식으로, 바이오-메디컬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패스웨

이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갖고 용량이 매우 큰 빅데이터로 이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재까지

도 다양한 패스웨이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무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세계 으로 가장 우수

하고 방 한 양의 패스웨이를 제공하는 KEGG 패스웨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사용자가 심 갖는 패스웨이만

을 자동 수집하고 패스웨이 간 계층구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성 후, 해당 패스웨이 네트워크에 한 클

러스터링과 핵심 패스웨이 선정을 통해 패스웨이 간의 역학 계 는 상호작용을 직 으로 분석할 수 시스

템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성능 평가 결과를 통해 개발한 분석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한다.

 
■ 중심어 :∣KEGG 패스웨이∣네트워크 분석 | 빅데이터∣클러스터∣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genomics, wearable device and IT/NT, a vast amount of bio-medical 

data are generated recently. Also, healthcare industries based on big-data are booming and 

big-data technology based on bio-medical data is rising rapidly as a core technology for 

improving the national health and aged society. A pathway is the biological deep knowledge that 

represents the relations of dynamics and interaction among proteins, genes and cells by a 

network. A pathway is wildly being used as an important part of a bio-medical big-data 

analysis. However, a pathway analysis requires a lot of time and effort because a pathway is 

very diverse and high volume. Also, multidimensional analysis systems for various pathways are 

nonexistent even now. In this paper, we proposed a pathway analysis system that collects user 

interest pathways from KEGG pathway database that supports the most widely used pathways, 

constructs a network based on a hierarchy structure of pathways and analyzes the relations of 

dynamics and interaction among pathways by clustering and selecting core pathways from the 

network. Finally, to verify the superiority of our pathway analysis system, we evaluate the 

performance of our system in various experiments.  

 
■ keyword :∣KEGG Pathway∣Network Analysis∣Big-Data∣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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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과학데이터를 활용한 학제 간 융․복합연구 

Ⅰ. 서 론

최근 빅데이터(Big-data)가 IT 뉴스의 핵심 키워드

로 부상했다. 빅데이터란 용량 데이터 활용․분석을 

통해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 

방안 도출 는 변화를 측하기 한 정보화 기술을 

말한다. 일례로, 페타바이트  데이터 웨어하우스, 소셜 

네트워크, 실시간 센서 데이터  다양하고 새로운 데

이터 소스가 출 함에 따라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

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지속 으로 변화하면서 산업별, 

시장별 구분에 따라 다르게 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방

한 볼륨과 빠른 속도로 축 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한 고  분석, 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

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1][2].

한, [그림 1]과 같이 데이터를 심으로 한 연구 환

경의 등장으로 학제 간 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각 연구기 에서 개별 으로 구축되고 있는 유 체 데

이터, 질병 데이터, 치료 데이터, 약물 데이터가 공유됨

에 따라 새로운 구조체 발견  발 체 발견, 새로운 치

료방법 개발 등의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유 체학의 발 ,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확산, IT/NT의 

발  등에 따라 방 한 양의 바이오-메디컬 데이터가 

생산되고, 이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헬스 어 산업

이 속히 발달하고 있으며, 이와 련된 빅데이터 기

술은 국민의 건강 증 와 건강한 고령 삶을 제공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국립보건원

(NIH)는 1,000 Genomes Project를 통해 획득한 200TB

의 유 자 정보를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 난치병  

불치병과 련된 유 자 정보를 분석하는 연구자들에

게 제공하고 있다[3][4]. 미국 퇴역 군인국(VA,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은 퇴역 군인들에 

한 DNA 샘 과 자 의료 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s)에 한 분석을 통해 퇴역 군인들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5]. 한, 캐나다 

온타리오 공과 학병원은 신생아의 압, 체온, 심 도, 

산소포화도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숙아에 

한 패 증, 폐결핵과 같은 심각한 병원균 감염을 조기 

단하는데 활용하고 있다[3][6].

패스웨이(Pathway)는 기술문헌에 출 한 다양한 

문용어와 그들 간의 의미  상 계를 네트워크 형식

으로 표 한 자료구조로서, 생명공학 에서는 단백

질, 유 자, 세포 등의 생체  요소 간의 역학 계 혹은 

상호작용 등을 세 하게 기술한 생물학  심층지식이

다. 하지만 패스웨이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갖고 용량

이 매우 큰 빅데이터로 이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재까지도 다양한 패스웨이를 다차원 분석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무하다[7-9].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세계 으로 가장 우수하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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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의 Pathway를 제공하는 KEGG(Kyoto Ency- 

clopedia of Genes and Genomes)[7]의 패스웨이 데이

터베이스에 한 다차원 분석  가시화 기능을 제공하

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바이오-메디컬 빅데이터 기반의 표 서비

스들과 KEGG 패스웨이 데이터베이스에 해 설명하

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패스웨이 다차원 분석  가시

화 시스템에 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다양한 성능 지

표를 기반으로 한 성능 평가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시

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을 맺는다.  

Ⅱ. 관련연구

1. 바이오-메디컬 데이터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미국 국립보건원은 1,000 Genomes Project을 통해 획

득한 세계 2,662명의 유 자 정보 200TB를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질병 연구를 한 유 자 데이터 공유  분석 환경을 

마련했다[3][4]. 이는 유 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

운 질병에 한 빠른 진단 서비스 제공  난치병  불

치병과 련된 유 자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림 2]는 

1,000 Genomes Project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검색한 

결과를 보여 다. 한, 미국 국립암연구소(NCI)는 

2014년까지 암과 련된 상 데이터  페타데이터에 

달하는 유 체 염기서열 데이터의 공유 서비스를 추진

하고 있다. 

그림 2. NIH의 1,000 Genomes Project[3]

미국 퇴역 군인국(VA)은 퇴역 군인 2,200만 명에 한 

DNA 샘 과 자 의료 기록(EH)에 한 수집  분석

을 통해 진료자가 개별 환자를 수월하게 진료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그림 3]의 퇴역 군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25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장

된 페타바이트 수 의 임상 , 유  데이터 분석으로 

보다 효과 인 의료 서비스 지원  세분화된 데이터베

이스를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빠르고 

긴 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망하고 있다[3][5].

 

그림 3. VA의 EHR 시스템[3]

캐나다 온타리오 공과 학병원은 [그림 4]와 같이 신

생아의 압, 체온, 심 도, 산소포화도 등 미숙아 

모니터링에서 생성되는 환자당 하루 9000만 건 이상의 

생리학 데이터 스트림에 한 실시간 분석을 통해, 미

숙아에 한 패 증, 폐결핵과 같은 심각한 병원균의 

감염 방과 측을 실시하고 있다[3][6]. 이는 의료진

이 직  신생아의 이상 징후를 알아낼 때보다 최소 6시

간에서 24시간이나 먼  감염 사실을 알아내고 험 상

황을 밝 냄으로써 상태가 더 악화되기 에 치료를 시

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4. 온토리오 공과대병원의 신생아 모니터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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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GG Pathway 데이터베이스
패스웨이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  질병 등의 

생체 활동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직 이고 가시 으

로 표 한 데이터베이스이다. 생물학 분야에서 양질의 

패스웨이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생물체의 생명 활동 

메커니즘 이해, 질병의 발병, 진행, 자연소멸  치유에 

한 실체  원인규명 그리고 새로운 기 을 가진 신약 

개발에 있어서의 화학합성, 천연물 추출 등과 같은 신

물질 탐색 작업 등과 같은 생의학 분야에서 핵심 인 

연구 활동을 효과 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바이오 기반 

지식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 교토 학은 의료정보와 통합되어 맞춤의료, 체

계 인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패스웨이의 요성을 

인식하고, Metabolism, Genetic Information 

Process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Processing, 

Cellular Processing, Organismal Systems, Human 

Diseases 그리고 Drug Development 분야에 한 

KEGG 패스웨이 데이터베이스를 1995년 구축하고 지

도 지속 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림 5]는 KEGG에서 

제공하는 알츠하이머(has05010)에 한 패스웨이를 보

여 다[7].

그림 5. 알츠하이머(has05010)에 대한 KEGG 패스웨이
(출처: http://www.kegg.jp/kegg-bin/show_ 

pathway? hsa05010)

패스웨이는 단백질, 유 자, 세포 등의 생체  요소 

간의 역학 계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패스웨이 간의 

역학 계  상호작용을 세 하게 기술하고 있다. 일례

로, 그림 5는 알츠하이머(has05010) 패스웨이는 ①

Oxidative Phosphorylation Pathway(has00190), ②

Apoptosis Pathway(has04210) 그리고 ③Calcium 

Signaling Pathway(has04020)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

여 다.   

하지만 재까지도 다양한 패스웨이를 다차원 분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하기 때문에, 특정 패스웨이

와 역학 계  상호작용을 갖는 모든 패스웨이 수집 

그리고 수집된 패스웨이 내에서 핵심 패스웨이 탐색  

의미 있는 패스웨이 간의 클러스터는 연구자들의 수작

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한, 패스웨이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갖고 용량이 매우 큰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Ⅲ. 제안하는 패스웨이 다차원 분석 시스템

1. 시스템 구성도
제안하는 패스웨이 다차원분석 시스템은 KEGG 

Pathway Crawler, KGML Parser, HTML Parser, 

Pathway Analyzer, Integrated Pathway Database 그

리고 Pathway Viewer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 제안하는 패스웨이 다차원 분석 시스템 구성도



바이오 패스웨이 다차원 분석 시스템 개발 471

KEGG Pathway Crawler는 입력받은 Pathway ID 

는 Name에 한 패스웨이 KGML(KEGG Markup 

Language) 일을 KEGG 패스웨이 데이터베이스로부

터 수집한다. KGML은 패스웨이를 구성하는 단백질, 

유 자, 세포와 생체  요소 간의 역학 계 혹은 상호

작용을 XML로 표 한 언어이다. [그림 7]은 알츠하이

머(has05010) 패스웨이에 한 KGML의 일부를 보여

다.

 ... 략 ...

<entry id="41" name="hsa:637" type="gene“

link="http://www.kegg.jp/dbget-bin/www_bget?hsa:637">

   <graphics name="BID, FP497" fgcolor="#000000" 

   bgcolor="#BFFFBF" type="rectangle" x="494" 

   y="433" width="46" height="17"/>

</entry>

... 략 ...

<entry id="43" name="path:hsa00190" type="map“

link="http://www.kegg.jp/dbget-bin/www_bget?hsa00190">

   <graphics name="Oxidative phosphorylation" 

   fgcolor="#000000" bgcolor="#FFFFFF“

   type="roundrectangle" x="569" y="137“

   width="113" height="34"/>

</entry>

... 략 ...

그림 7. 알츠하이머(has05010) 패스웨이에 대한 KGML

KGML Parser는 KEGG Pathway Crawler로부터 수

집된 KGML에서 역학 계 는 상호작용하는 패스웨

이들에 한 모든 링크를 획득한다. KGML에서 

type=“map”을 속성으로 갖는 entry 요소는 패스웨이를 

나타내고, 해당 패스웨이에 한 메타 정보를 나타내는 

HTML 문서의 URL은 link 속성을 통해 획득할 수 있

다. 일례로, 그림 7에서 id=“43”을 갖는 entry 요소는 

type=“map”속성을 통해 알츠하이머(has05010)과 계

가 있는 패스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link= 

"http://www.kegg.jp/dbget-bin/www_bget? 

hsa00190" 속성을 통해 [그림 8]과 같은 Oxidative 

phosphorylation(hsa00190) 패스웨이에 한 메타 정보

를 갖는 HTML 문서의 URL을 획득할 수 있다. 

패스웨이에 한 HTML 문서는 해당 패스웨이에 

한 ID, Name, Class, KGM URL, Description과 해당 패

스웨이와 련된 Disease, Drug, Gene 그리고 이와 같

은 정보를 획득한 Reference Authors, Title, Journal 등

의 패스웨이 련 메타 정보를 제공한다. HTML 

Parser는 KGML Parser로부터 수집된 HTML URL로

부터 HTML 문서를 수집하고, 수집한 문서로부터 패스

웨이와 련된 메타 정보와 해당 패스웨이에 한 

KGML을 수집할 수 있는 URL을 수집한다.   

그림 8. hsa00190 패스웨이에 대한 HTML 일부

즉, 알츠하이머(has05010) 패스웨이에 한 KGML로

부터 Oxidative phosphorylation(hsa00190) 패스웨이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hsa00190 패스웨이에 한 

KGML로부터 다음으로 계가 있는 패스웨이를 수집

하는 방식으로 특정 패스웨이를 시작으로 연 된 모든 

패스웨이를 수집한다. Integrated Pathway Database는 

HTML Parser로부터 수집된 패스웨이에 한 메타 정

보와 수집된 패스웨이들에 한 계층(Parent-Child) 구

조 정보를 장한다. 그리고 수집된 패스웨이들에 한 

다차원 분석을 제공하는 Pathway Analyzer와 분석 결

과를 가시화하는 Pathway Viewer에 해서는 3.2 과 

3.3 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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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스웨이 분석을 위한 Pathway Analyzer 
Pathway Analyzer는 수집된 패스웨이들에 한 클

러스터링 기능과 클러스터 그룹 내 핵심 패스웨이 선정 

기능을 제공한다. 

클러스터링 기능은 패스웨이 간의 역학 계 는 상

호작용이 다른 패스웨이들에 비해 한 패스웨이들

만을 동일 그룹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용량 패스웨이

를 효율 으로 분류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Pathway 

Analyzer가 지원하는 클러스터링 기법은 식 1과 같은 

Modularity를 기반으로 한 용량 그래  클러스터링 

기법 [10]을 패스웨이에 맞게 용했다. 식 1에서 V는 

그래 에서 노드(vertex) 집합을 나타내고, C는 임의 

클러스터에 포함된 노드 집합을 나타낸다. 한, deg는 

노드 집합에서 두 노드 간 가장 큰 간선(edge)의 길이 

는 가 치를 나타낸다.

    
∈




       (식 1) 

핵심 패스웨이 선정 기능은 한 클러스터 그룹 내에서 

요도가 높은 패스웨이를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 기

은 [그림 9]와 같다.

한클러스터내전체노드수
한노드와연결된다른노드수

× 

 사용자임계값
ArrayList Results

while (CN = 체 클러스터 수)

   while (V = 한 클러스터 내 모든 노드)

      // VC = 다른 클러스터와 연결 수

      if (≥   && VC == CN) Results.add(V)

      else if (≥  ) Results.add(V)

      else if (VC == CN) Results.add(V)

   END while

   if (Results.size() > 0 ) return Results

   CN--;  

END while

그림 9. 클러스터 그룹 내에서 핵심 패스웨이 선정 기준

3. 패스웨이 가시화를 위한 Pathway Viewer
[그림 10]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UI를 보여 다. ①은 

Integrated Pathway Database를 기화하는 기능을 제

공한다. ②는 입력된 Pathway ID 는 Name을 시작으

로 deg(V)에 포함되는 모든 패스웨이를 KEGG 패스웨

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③

은 KEGG 패스웨이 데이터베이스에서 Human과 련

된 모든 패스웨이를 수집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④는 

특정 패스웨이를 기 으로 수집된 모든 패스웨이들의 

계층 구조를 트리 형태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⑤는 입력된 Pathway ID 는 Name에 한 메타 정보

를 ⑥을 통해 가시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⑦은 특정 

패스웨이를 기 으로 수집된 모든 패스웨이들을 [그림 

11]과 같이 그래 로 가시화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⑧

은 클러스터링  핵심 패스웨이를 선정하는 기능을 제

공한다.  

그림 10. 제안하는 패스웨이 다차원 분석 시스템 UI

Ⅳ. 성능 평가

제안하는 패스웨이 다차원 분석 시스템은 Java 1.7을 

통해 개발되었고, Integrated Pathway Database은 

Mysql 5.0을 통해 구축되었다. [그림 11]과 [표 1]은 알

츠하이머(has05010) 패스웨이를 기 으로 deg(3)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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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클러스터 그룹 = 4,  

(b) 클러스터 그룹 = 4,  
그림 11. 클러스터링 및 핵심 패스웨이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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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는 모든 패스웨이를 수집 후, 클러스터 그룹 수를 

4로 설정하고 임계값 변경에 따른 클러스터링과 핵심 

패스웨이가 선정된 결과를 보여 다. [그림 11](a)에서 

  으로 설정되어 핵심 패스웨이로 선정되기 

해서는 동일 클러스터 그룹 내 모든 패스웨이들과 연결

되어야 한다. 하지만, 클러스터 그룹 G3에서는 동일 그

룹 내 모든 패스웨이들과 연결되는 패스웨이가 없기 때

문에 핵심 패스웨이가 선정되지 않았다. 한, 클러스터 

그룹 G0에서는 동일 그룹 내 모든 패스웨이들과 연결

되는 패스웨이는 있지만 모든 클러스터 그룹과 연결되

는 패스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은 2개의 클

러스터 그룹과 연결되는 패스웨이인  MAPK signaling 

pathway가 핵심 패스웨이로 선정되었다. [그림 11](b)

에서   으로 설정되어 핵심 패스웨이로 선정되

기 해서는 동일 클러스터 그룹 내 80% 이상의 다른 

패스웨이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으로 

설정되었을 때 핵심 패스웨이가 선정되지 않았던 클러

스터 그룹 G3에서도 Calcium signaling pathway가 핵

심 패스웨이로 선정되었다. 한, 클러스터 그룹 G0에

서는   을 만족하면서 다른 클러스터들과 가장 

많은 연결을 갖는 Apoptosis가 핵심 패스웨이로 선정되

었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수집된 패스웨이들에 한 

클러스터링과 핵심 패스웨이 선정을 통해, 패스웨이 간

의 역학 계 는 상호작용을 직 으로 분석할 수 있

게 되었다.

     

G0 MAPK signaling 
pathway Apoptosis

G1 NF-kappa B signaling 
pathway

NF-kappa B signaling 
pathway

G2 PI3K-Akt signaling 
pathway

PI3K-Akt signaling 
pathway

G3 - Calcium signaling 
pathway

표 1. 에 따른 핵심 패스웨이 선정 결과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세계 으로 가장 우수하고 방 한 양

의 패스웨이를 제공하는 KEGG 패스웨이 데이터베이

스로부터 사용자가 심 갖는 패스웨이만을 자동 수집

하고 패스웨이 간 계층구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

성 후, 해당 패스웨이 네트워크에 한 클러스터링과 

핵심 패스웨이 선정을 통해 패스웨이 간의 역학 계 

는 상호작용을 직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

발했다. 재 해외에서는 발병 메커니즘, 질병 조기진단 

바이오마커, 신약개발 등의 연구를 하여 빅데이터 기

술을 극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인체 자원 수

집, 표본 건강 정보 DB 구축 등 단순 데이터 구축 주

의 사업만 추진되고 빅데이터 활용은 보 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KEGG 네트워크 빅데이터를 기반을 둔 다양한 질병의 

시범 연구 환경을 마련하는데 석이 될 것이라 기 한

다. 향후 연구로는 용량 패스웨이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자가 심을 갖는 서  네트워크  유사 네트워크

를 효율 으로 탐색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 

오  소스 기반의 바이오 네트워크 분석 시스템이 있다

면 그들과의 성능 평가를 통해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

스템의 우수성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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