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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효소 사물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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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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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zyme Metabolite Analysis Using Data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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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천연물로부터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체 내에서 천연물은 주로 

효소에 의해 사된다. 본 연구는 화합물의 인체내 사반응과 주로 련된 효소에 의한 사반응의 특징을 연

규칙마이닝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화합물이 인체 내에서 효소 사반응과 련된 데이터를 BRENDA(: 

BRaunschweig ENzyme DAtabase)로부터 수집하 다. 수집된 데이터를 효소 사반응의 기본 틀에 근거하여, 

사물들을 기질 사물, 생성 사물, 억제 사물, 그리고 활성 사물들로 구분한다. 이러한 사물들로 이루어진 기

질 사물 트랜잭션, 생성 사물 트랜잭션, 그리고 모든 사물들을 포함한 효소반응트랜잭션들을 구성하 다. 

한 종 정보를 반 한 6개의 트랜잭션들로 구성하 다. 연 규칙 마이닝을 활용하여 6개의 트랜잭션에서 빈발

사물  패턴을 분석하 다. 한 사물들 사이의 련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효소 사반응에 참여하는 사

물들의 분포와 패턴을 식별할 수 있었다. 더욱이 기질에만 속하는 순수 기질 사물들을 식별하 고 이들 부분

이 아주 낮은 지지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는 순수 기질 사물은 효과 인 사변환 측 모델 개발

에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Recently, the researches to discovery drug candidates from natural herbs have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In human body, enzyme mostly 

metabolize the compounds of natural herbs. In this study, we analysis the enzyme interactions using assoication mining. We get this data from BRENDA(: 

BRaunschweig ENzyme DAtabase) system. Based on enzyme interaction model, we divide the metabolites into substrate metabolites, product 

metabolites, inhibitor metabolites, and activating metabolites. We then compose substrate metabolite transaction, product metabolite transaction with each 

metabolites and enzyme interaction transaction with all metabolites. Also we take account of organism for each transactions. We mine frequent 

metabolites and patterns from six transactions using association rule mining. And we analysis the relationship among metabolites. As a result, we identify 

the distributions and patterns of metabolites consist in enzyme interactions. We found that metabolites include in only substrate are identified and have 

very low supports. This results can be useful to develop the effective metabolism prediction model for compounds of natural h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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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 분자생물학, 약동학 등과 련된 데이터들이 

기하 수 으로 축척되면서, 이들 데이터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효과 으로 분석하여 의미있는 정보의 추출 

 모델링 방안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6]. 최근

에는 신약개발의 일환으로, 통지식을 통해 효능이 경

험 으로 알려진 동의보감과 같은 통처방에 포함된 

천연물에 한 연구가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7-8]. 

즉, 천연물 소재가 인체 내 다 성분-다 표

(Multi-Component Multi-Target : MCMT) 작용 원리

에 의해 유효물질의 효능 증가, 약물의 독성 방지, 그

리고 물질의 내성제어가 알려진 신약개발에 이르는 생

채 기작규명을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의 인체내 사반응과 주로 

련이되는 효소에 의한 사반응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 으로 약물의 약리 효능은 인체 내 조직에 

의한 흡수, 달, 독성, 사, 배출에 의한 약동학  

(pharmacokinetics) 특징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나타

나는데, 특히 천연물 기반 외인성 사물질의 경우 인

체 주요 장기에 존재하는 효소에 의해 제 3의 물질로 

사변환 될 수 있다[9-10]. 본 연구는 인체 내 천연

물 기반 외인성 물질의 인체내 제 3의 유도체로의 변

환기작, 변환산물  해당 물질의 약리 효과를 규명하

기 한 기반 지식의 축척  활용을 해, 효소를 기

반으로한 사반응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된 

지식베이스는 임의의 물질에 한 사변환 측 모

델의 학습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인체에서 요한 

효소 사반응 정보의 분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기

반으로, 특정 물질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 변환여부를 

측할 수 있다면,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 효과 인 방

안이 될 수 있다. 새로이 발견된 물질이 신약으로써 

의미를 갖기 해 실험을 통해 검증을 한다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요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상으로 

하는 효소반응정보를 활용한 효소반응성을 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 인 근이 

가능하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효소 사반응 

정보를 가장 많이 가자고 있는 BRENDA1)에서 효소

별 사물반응 정보를 획득하 고 이 데이터를 기반

으로 사물들의 특징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상으로하고 있는 효소 사반응 데

1) BRENDA, http://www.brenda-enzymes.org/

이터들은 생체내(in vivo)와 생체외 실험(in vitro)에 

의해 생성되고 축 된 데이터로 다양한 사경로

(metabolic pathway)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체를 상으로 한 특징 분석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 2장에서는 효소 사반

응과 련된 바이오 데이터베이스들을 기술한다. 3장

에서는 획득한 BRENDA 데이터를 기반으로 빈발페

턴의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Ⅱ. 사물질 변환 련 바이오데이터베이스

 세계에는 약물과 약물표  정보를 제공하는 

DrugBank2), 단백질 정보를 기반으로한 다양한 정보

가 있는 UniProtKB3), 생물학과 련된 화학물질 정

보를 제공하는 ChEMBL4), 생화학 반응  경로 데이

터베이스인 KEGG5) 등 많은 바이오데이터베이스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효소를 기반으로한 사변환 정

보의 분석을 해, 가장 많은 련 정보를 가지고 있

는 HMDB6)[11]와 BREDNA[12] 심으로 기술한다. 

2.1 HMDB

HMDB(: Human Metabolome Database)는 인체에

서 발견되는 작은 분자의 사(metabolism)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제공된 데이터에는 화학  데이터, 임

상 데이터(clinical data), 분자 생물/생화학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검색되는 사물질에 한 정보로는 

화학식, SMILES(: Simplified Molecular-Input Line- 

Entry System, 화학 물질 종의 구조를 ASCII문자열

로 기술한 것), InChIKey(국제 인 화학물질 식별자 

InChI에 해, 검색을 쉽게 하기 해 해쉬된 InChI), 

물리  특성, 생물학  치, 련된 질병 정보들을 

제공한다. 특히, 해당 물질이 련된 효소와 사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과정에 한 정보

는 KEGG와 연개되어 제공한다. 효소물질과 반응하는 

2) DrugBank, http://www.drugbank.ca/

3) UniProtKB, http://www.uniprot.org/uniprot/

4) ChEMBL, https://www.ebi.ac.uk/chembl/

5) KEGG, http://www.genome.jp/kegg/

6) Human Metabolome Database, http://www. hmd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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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질의 특성을 분석하기 해 HMDB에서 총 388

개의 사 정보를 획득하고, 이와 반응이 가능한 2207

개의 효소 정보를 모두 취합하 다. 그러나, 이는 의

미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해, 데이터로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 분석 상으로서 활용하 다. 이 과

정에서 특히 고려한 은 하나의 사물질에 많은 동

의어(synonym)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해, 본 연

구에서는 InChIKey 변환을 기반으로 하 다. 다만, 

하나의 물질명에 해, 이를 InChiKey로 변환함에 있

어 CIR7)과 ChemSpider8)를 리 사용되나, 두 시스

템이 동일한 이름도 다른 InChiKey를 생성하는 경우

가 있어, 가장 리 사용되고 많은 화학물질 정보를 

가지고 있는 ChemSpider의 API를 활용하여 모든 

사물질들을 InChIKey로 변환하 다.

2.2 BRENDA

BRENDA(: BRaunschweig ENzyme DAtabase)는 

EC(: Enzyme Commission number) 번호를 기 으로 

가장 많은 효소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효소와 반응하

는 화합물 정보인 사물(metabolite)을 기 으로 할 

때, 185,000건 이상 포함하고 있으며, 6,886개(867개의 

transferred 효소를 포함)의 효소 정보를 포함하고 있

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련 논문들을 문가에 의해 

정리되어 축 된 신뢰성있는 데이터이다. 

각 효소를 기반으로, 효소에 한 구조 정보, 종

(organism)별 정보, 반응 정보, 련된 사경로 등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상이 되는 효소와 사

물의 반응(enzyme-metabolite interactions) 정보를 포

함하고 있다. 효소와 사물의 반응 정보는 크게 생체

외 실험에 의한 사반응정보와 생체내 사반응정보

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각 반응에는 사 상이되는 

사물 집합인 기질(substrate), 반응 결과에 의한 

사물 집합인 생성물(product), 련 종(organism) 명, 

Uniprot 번호, 가역성(reversibility)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한 각 사반응에 있어 각 종별 보조인자

(cofector), 억제 화합물(inbibitor), 활성 화합물

(activaing compound)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7) Chemical Identifier Resolver, https://cactus. 

nci.nih.gov/chemical/structure

8) ChemSpider, http://www.chemspider.com/

Ⅲ. 효소 사반응을 이루는 사물분석

효소 사반응의 의미는, 특정 효소가 사물 집합

인 기질(S)에 반응하여 사물 집합인 생성물(P)을 

생성함을 의미한다. 이때, 이러한 사반응을 억제제

(i)에 의해 해되어가 활성 화합물(a)에 의해 활성화

된다. 이는 수식 (1)과 같다. 로들면 세균 Thermus

에서 알코올 탈수소효소(alcohol dehydrogenase; EC 

1.1.1.1)에 의한 사반응은 그림 1과 같다. 기질을 이

루는 사물은 ‘(1S,3S)-3-methlycyclohexano’과 

‘NAD+’이며, 생성물을 이루는 사물은 ‘(rac)-3- 

methlycyclo hexanone’, ‘NADH’, 그리고 ‘H+’이다. 

‘Urea’는 사물은 조건에 따라 억제나 활성화합물로

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효소 사반응은, 세포에 

에 지를 공 하는 반응 뿐만아니라 생체분자의 합성

을 조 하고, 해독작용, 항염증작용 등을 매하는 

요한 반응이다.

 →                               (1)

그림 1. 알콜 탈수소효소의 사반응
Fig. 1 Alcohol dehydrogenase Interaction

효소 사반응 데이터의 분석을 해, HMDB 데이

터를 획득하여 그 기반 특성을 분석하 으나, 데이터

양의 문제로, BRENDA 데이터를 획득하여 분석하

다. HMDB에서 획득한 사반응 정보는 BRENDA에

서 획득한 정보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BRENDA 데

이터는 웹 크롤링(Web Crawling)을 통해 획득하 다. 

획득한 데이터에서 생체외 실험에 의한 반응정보, 생

체내 반응정보, 억제 화합물, 활성 화합물 정보를 

심으로 분석 상 데이터를 정리하 다. 표 1과 같이, 

체 효소에 한 반응 정보는 374,420건이며, 생체외 

반응정보는 308,341건이다. 생체외 반응정보가 생체내 

반응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체외 반응

정보를 상으로 분석하 다. 분석 상 데이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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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역성 정보가 있다. 즉, 기질과 생성물의 역할이 반

가 되어 생성물이 기질이 되고 기질이 생성물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08,341개의 반응에서 가역반응 

23,791개가 추가되어 최종 생체외 반응정보인 332,132

건을 분석 상으로 하 다. 생체외 반응정보의 기질

은 658,897개의 InChiKey 값이 존재하는 사물로 이

루어져있다. 생체외 반응정보에서 생성물은 567,903개

의 사물들로 이루어져있다. 기질과 생성물을 이루는 

사물들에서 복성을 제거하여 기질에는 31,180개의 

유일한 사물을, 생성물에는 26,684개의 유일한 사

물을 식별하 다. 사반응을 억제하는 억제 화합물은 

복을 포함한 200,794개의 사물로 이루어져있으며, 

사반응을 활성화하는 활성 화합물은 복을 포함한 

23,793개의 사물로 이루어져있다.

# Record Comment

374,420
In vivo and in vitro  
interaction data

308,341 In vitro data

332,132 Reversibility considered

Substrate Product
Redundent metabolites

658,897 567,903

31,180 26,684 Unique metabolites

200,794 Inhibitors

23,793 Activating Compounds

표 1. BRENDA 데이터
Table 1. BRENDA data

효소 사반응을 분석하기 해, 크게 세가지 방향

으로 수행하 다. 첫째는 효소 사반응에 있어 기질

을 이루는 사물(이하 기질 사물)들의 특성들을 분

석하 다. 두 번째로는 효소반응에서 생성물을 이루는 

사물(이하 생성 사물)들의 특징을 분석하 다. 마

지막으로 억제제와 활성 화합물을 포함한 기질, 생성

물 모두의 사물들에 한 특성을 분석하 다. 각 분

석에 있어, 효소 사반응은 여러 종에서 동일한 형태

로 발생하고 그 정보가 BRENDA에 포함되어 있다. 

즉, 복된 효소 사반응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종별 정보를 반 한 복된 정보와 종별 정보를 

제거한 정보를 상으로 각각 분석하 다. 이러한 데

이터의 분석을 해 연 규칙생성[13]에서 활용하는 

빈발항목을 활용하 다. 연 규칙은 체 집합 에

서, 빈발항목으로부터 규칙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수식 

(2)와 같이, 지지도(support), 신뢰도(confidence), 향상

도(lift)의 척도를 활용한다. 이는 데이터들의 공통된 

통계  특징을 분석하기 한 방안이며 패턴분석을 

한 방안이다. 한 사반응 측 모델 개발에 활용

하기 함이다. 빈발항목 분석은 시스템 R에서 페키

지 arules9)[13]을 활용하 으며, 이를 시각화하기 

해 패키지 arulesViz10)를 활용하 다[14].

(2)

3.1 사반응에서 기질 사물들의 분석

효소 사반응에서 기질을 이루는 31,180개의 사

물들을 분석하기 해, 하나 이상의 사물을 포함한 

기질 정보만을 상으로 하 다. 이는 InChIKey 변환 

과정에서 변환되지 않는 사물만을 포함한 기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32,132개의 트랜잭션에서 329,504

개의 분석 상 최종 트랜잭션을 식별하 다. 사반응

에 참여하는 기질 사물을 분석하기 해 두 개의 트

랜잭션집합으로 구분하 다. 첫째, 다양한 종에서 확

인된 효소 사반응 정보를 복 포함하고 있는, 

329,504개의 트랜잭션으로 이루어진 기질 사물 체 

트랜잭션집합이다. 둘째, 종별 구분을 제거한 효소 

사반응 정보만을 포함한, 53,022개의 기질 사물유일 

트랜잭션집합이다. 자는 다양한 종과 실험에서 축

된 체 정보를 상으로 분석하다는 의미를 가지며, 

후자는 사반응 정보 자체만를 상으로 분석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9) Package ‘arules’, https://cran.r-project.org/ 

web/packages/arules/arules.pdf,  2016.

10) Package ‘arulesViz’, https://cran.r-project.org/ 

web/packages/arulesViz/arulesViz.pd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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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지도 0.00001이상의 빈발 기질 사물 
분포

Fig. 2 Frequent substrate’s metabolites distribution 
with support ≧ 0.00001

  
그림 4. 상  30 기질 사물

Fig. 4 Top 30 substrate’s metabolites

그림 3. 지지도 0.00001이상의 기질 사물 규칙 
분포

Fig. 3 Substrate’s metabolite rules distribution with 
support ≧ 0.00001

     

그림 5. 지지도 0.01에서 빈발 기질 사물들의 
규칙 시각화

Fig. 5 Rules visualization for frequent substrate’s 
metabolites with support ≧ 0.01

3.1.1 기질 사물 체 트랜잭션집합 분석

Support
Frequent 
metabolites

Single frequent 
metabolites

Rules

0.01 21 14 12

0.001 288 200 103

0.0001 4,017 1,581 2,892

0.00001 22,473 7,497 16,331

0.000007 28,728 9,510 20,634

0.000004 42,964 14,037 30,603

0.000003 96,611 31,180 68,835

표 2. 기질 사물 체 트랜잭션 분석
Table 2. All substrate‘s metabolite transactions analysis

먼  기질 사물 체 트랜잭션들에 한 분석결과

는 표 2와 같다. 신뢰도는 0.1에서 지지도를 달리하여 

실험하 다. 지지도 0.0001에서 빈발기질 사물은 

4,017개 으며, 이때 생성되는 규칙은 2,892개 다. 

여기서 빈발기질 사물  사물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는 1,581개 다. 

기질 사물 체 트랜잭션에서 지지도 0.00001이상

을 만족하는 빈발기질 사물의 특징은 그림 2와 같다. 

빈발기질 사물은 최  5개의 사물로 이루어져 있

으며 낮은 지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이러한 빈

발기질 사물들로 이루어진 규칙의 분포는 그림 3과 

같다. 이를 통해, 낮은 지지도에서 높은 신뢰도와 향

상도를 확인할 수 있고, 많은 기질 사물이 넓게 분포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구체 으로 

확인하기 해, 지지도 상  30개에 속하는 기질 사

물들을 분석하 더니 그림 4와 같다. 즉, 부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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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지도 0.00003이상의 빈발기질 사물 
분포

Fig. 6 Frequent substrate’s metabolites distribution 
with support ≧ 0.00003

 그림 8. 상  30 기질 사물
Fig. 8 Top 30 substrate’s metabolites

그림 7. 지지도 0.00003에서 기질 사물 규칙 분포
Fig. 7 Substrate’s metabolite rules distribution with 

support ≧ 0.00003

   

그림 9. 지지도 0.01에서 빈발 기질 사물 규칙 
시각화

Fig. 9 Rules visualization for frequent substrate’s 
metabolites with support ≧ 0.01

 

질 사물은 낮은 지지도임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제

시된 기질 사물은 InChiKey 값들로 이들  상  10

개에 속하는 화합물 명칭은 H2O, ATP(: Adenosine 

TriphosPhate), O2, NADPH, H, NAD
+, NADP+, 

S-(5'-Adenosyl)-L-methionine conjugate acid,  

Acetyl-CoA, α-Ketoglutaric acid, Coenzyme A 순이

다. ATP, NADH 등은 화학에 지는 사에 있어 생

체 에 지 사의 심이 되는 사물이다.  

S-(5'-Adenosyl)-L-methionine conjugate acid는 메

틸기 송, 황 환작용(transsulfuration) 그리고 아미

노 로필 이션(aminopropylation)에 참여하는 사물

이며, α-Ketoglutaric acid는 생체내에서 유기산과 아

미노산의 사에 요한 열할을 수행하는 알 토클

루타르산이다[10]. 

두 개 이상의 기질 사물 정보를 포함한 빈발기질

사물들의 패턴을 일부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Ferulic acid, O2}, {Ethanol, Stearic acid}, 

{5-Amino-1-(5-O-phosphono-β-D-ribofuranosyl)- 

1H-imidazole-4-carboxylic acid, ATP}, {L-(+)- 

Aspartic acid, O2, H2O}, {NADPH, H, O2, 

Arachidonic acid},{Carbon dioxide, Ammonia, H2O, 

ATP}, {reduced ferredoxin, H+, Acetylene, H2O, 

ATP}. 마지막으로 이러한 빈발기질 사물들에 한 

규칙을 arulesViz를 활용하여 시각화하 다. 지면상의 

이유로 지지도 0.01을 만족하는 빈발 사물 21개에 

의한 12개의 규칙에 해서만 수행하 다. 그림 5에 

표 된 노드들은 기질 사물의 InChIKey이고 원은 

향상도(lift)를 비례 으로 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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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기질 사물유일 트랜잭션집합 분석

기질 사물유일 트랜잭션 집합에 속하는 53,022개

의 트랜잭션들에 한 빈발기질 사물  규칙은 표 

3과 같다. 그림 6에서 빈발기질 사물은 최  5개의 

사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낮은 지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빈발기질 사물들로 이루어진 규칙의 분포는 그

림 7과 같고, 지지도 상  30개에 속하는 기질 사물

들을 분석하 더니 그림 8과 같다. 즉, 부분의 기질

사물은 낮은 지지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상  10

개에 속하는 화합물 명칭은, 기질 사물 체 트랜잭션

집합 분석과 달리 H2O, O2, NADPH, ATP, H, 

NADH, NAD
+
, S-(5'-Adenosyl)-L-methionine 

conjugate acid, NADP
+
,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Acetyl-CoA, Coenzyme A 순이었다. 두 

개 이상의 기질 사물을 포함 빈발기질 사물은, 기질

사물 체 트랜잭션 분석 결과와 지지도에서만 차이

가 있을뿐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두 

트랜잭션이 기질 사물 31,180개를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규칙을 시각화 화면 그림 

9와 같다.

Support
Frequent 
metabolites

Single frequent 
metabolites

Rules

0.01 21 14 16

0.001 160 134 37

0.0001 1,922 1,462 403

0.00005 5,432 3,489 1,839

0.00003 13,546 6,478 7,259

0.00001 96,611 31,180 74,547

표 3. 기질 사물유일 트랜잭션 분석
Table 3. Unique substrate’ metabolite transactions 

analysis

3.2 사반응에서 생성 사물 분석

효소 사반응에서 26,684개의 사물로 이루어진 

생성 사물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해, 기질 사물 트

랜잭션분석과 동일하게 하나 이상의 사물을 포함한 

생성물 정보만을 상으로 하 다. 332,132개의 트랜

잭션에서 287,917개의 분석 상 최종 트랜잭션을 식별

하 다. 생성 사물 트랜잭션들을 분석하기 해 두 

개의 생성 사물 트랜잭션집합으로 구분하 다. 첫째, 

다양한 종에서 확인된 효소 사반응 정보를 복 포

함하고 있는, 287,917개의 트랜잭션으로 이루어진 생

성 사물 체 트랜잭션집합이다. 둘째, 종별 구분을 

제거한 효소 사반응 정보만을 포함한, 43,592개의 

생성 사물유일 트랜잭션집합이다. 

3.2.1 생성 사물 체 트랜잭션집합 분석

생성 사물 체 트랜잭션들 279,881개에 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비교를 해, 사반응에 있어 

기질 사물 분석방법과 동일하게 신뢰도는 0.1에서 지

지도를 달리하여 실험하 다. 지지도 0.0001에서 빈발

생성 사물은 4,510개 으며, 이때 생성되는 규칙은 

3,683개 다. 여기서 빈발생성 사물  사물이 하

나만 존재하는 경우는 1,673개 다.

생성 사물 체 트랜잭션에서 지지도 0.00001이상

을 만족하는 빈발생성 사물의 특징은 그림 10과 같

다. 빈발생성 사물은 최  8개의 사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낮은 지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이러한 

빈발생성 사물들로 이루어진 규칙의 분포는 그림 11

과 같다. 이를 통해, 낮은 지지도에서 높은 신뢰도와 

향상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  30개에 속하는 생성

사물들을 분석하 더니 그림 12와 같다. 기질 사물

들과 비교하면, 부분의 생성 사물들이 보다 낮은 

지지도임을 알 수 있다. 상  10개에 속하는 화합물 

명칭은 인산(Phosphoric acid), ADP(: Adenosine 

DiphosPhate), H2O, NADP
+
, 피로인산(Pyrophosphoric 

Acid), 암모니아(Ammonia),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NADH, Coenzyme A, H
+
 순이다. 앞서  분

석한 빈발기질 사물과 달리 인산, 피로인산, 암모니

아, 이산화탄소 등이  빈발생성 사물로 식별되었다. 

Support
Frequent 
metabolites

Single frequent 
metabolites

Rules

0.01 27 23 8

0.001 323 225 103

0.0001 4,510 1,673 3,683

0.00001 26,765 8,686 22,052

0.000007 39,464 12,584 33,959

0.000004 39,464 12,584 33,959

0.000003 130,741 26,684 375,995

표 4. 생성물 체 트랜잭션 분석
Table 4. All product’s metabolite transaction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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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지지도 0.00001에서 빈발생성 사물 분포
Fig. 10 Frequent product’s metabolites distribution 

with support ≧ 0.00001

   그림 12. 상  30 생성 사물
Fig. 12 Top 30 product’s metabolites

그림 11. 지지도 0.00001에서 생성 사물 규칙 
분포

Fig. 11 Product’s metabolite rules distribution with 
support ≧ 0.00001

   

그림 13. 지지도 0.01에서 빈발 생성 사물의 규칙 
시각화

Fig. 13 Rules visualization for frequent product’s 
metabolites with support ≧ 0.01

두 개 이상의 사물 정보를 포함 빈발생성 사물 

일부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Galactose 

1-phosphate, ADP}, {L-threo-2,3-Hexodiulosonic 

Acid g-Lactone, DL-Noradrenaline}, {Carbon 

dioxide, 2-(6-Hydroxy-1,3–benzothiazol-2-yl)-1,3- 

thiazol-4(5H)-one, AMP, H2O, Pyrophosphoric 

Acid}, {Formic acid, L-(-)-methionine, (4-Amino-2- 

methyl-5-pyrimidinyl)methyl dihydrogen phosphate, 

carbon monoxide, 5'- Deoxyadenosine}.  마지막으로 

그림 13과 같이 지지도 0.01을 만족하는 빈발생성물 

27개에 의한 8개의 규칙을 시각화 하 다. 기질 사물 

분석과  달리 각 규칙들이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3.2.2 생성 사물유일 트랜잭션집합 분석

Support
Frequent 
metabolites

Single 
frequent 
metabolites

Rules

0.01 24 20 8

0.001 195 169 28

0.0001 2,379 1,723 725

0.00005 5,103 3,321 2,035

0.00003 13,018 6,188 8,531

0.00001 130,741 26,684 381,470

표 5. 생성 사물 유일 트랜잭션 분석
Table 5. Unique product’s metabolite transactions 

analysis

생성 사물유일 트랜잭션 집합에 속하는 43,592개

의 트랜잭션에 한 빈발생성 사물  규칙은 표 5

와 같다. 그림 14에서 빈발생성 사물은 최  8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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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지지도 0.00003에서 빈발 생성 사물의 
분포

Fig. 14 Frequent product’s metabolites distribution 
with support ≧ 0.00003

     그림 16. 상  30 생성 사물
Fig. 16 Top 30 product’s metabolites 

  

그림 15. 지지도 0.00003에서 생성 사물 규칙 
분포

Fig. 15 Product‘s metabolite rules distribution with 
support ≧ 0.00003

       

그림 17. 지지도 0.01에서 빈발 생성 사물의 규칙 
시각화

Fig. 17 Rules visualization for frequent product’s 
metabolites with support ≧ 0.01 

사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낮은 지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빈발생성 사물들로 이루어진 규칙의 분포는 그

림 15와 같고, 지지도 상  30개에 속하는 생성 사물

들을 분석하 더니 그림 16과 같다. 기질 사물과 비

교해도 부분의 생성 사물들은 보다 낮은 지지도임

을 알 수 있다. 상  10개에 속하는 화합물 명칭은, 

생성물 체 트랜잭션집합 분석과 달리 H2O, NADP
+
, 

인산, ADP, Coenzyme A, 피로인산, UDP(uridine 5′

-diphosphate), NAD
+
, NADH, H

+
 순이었다. 두 개 이

상의 생성 사물로 이루어진 빈발 사물 패턴은 생성

사물 체 트랜잭션 분석 결과와 지지도에만 차이가 

있을뿐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두 트랜

잭션 모두가 생성 사물 26,694개를 동일하게 포함하

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규칙을 시각화 화면 그

림 17과 같다. 

3.3 기질, 생성물, 억제제, 활성 화합물의 사반

응 사물 분석

수식 (1)과 같이 효소에 의한 사반응에 있어, 반

응을 억제하고나 활성화하는 것에는 억제제와 활성 

화합물이 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생체외 반응

정보 332,132개에 억제제와 활성 화합물 정보를 포함

한 데이터에 한 분석을 수행한다. 먼 , 억제제와 

활성 화합물 정보를 해당 효소 사반응에 정확히 반

하기 해, 사반응 정보에서 문헌정보, 종 정보, 

Uniprot 번호 정보를 활용하여, 효소 사물 반응 정보 

278,785개을 생성하 다. BRENDA가 실험 논문에 

한 결과를 수집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정보를 활용하여 효소 사물 반응 데이터를 생성

하 고, InChIKey 획득이 가능한 기질 사물과 생성

사물 모두를 포함한 사반응만을 상으로 하 다. 

사물 79,724개로 구성된, 효소 사물 반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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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지지도 0.0005에서 빈발 사물 분포
Fig. 18 Frequent metabolites distribution with 

support ≧ 0.0005

 그림 20. 상  30 사물
Fig. 20 Top 30 Metabolites

    

그림 19. 지지도 0.0005에서 사물 규칙 분포
Fig. 19 Metabolite rules distribution with support ≧ 

0.0005

   

그림 21. 지지도 0.02에서 빈발 사물의 규칙 
시각화

Fig. 21 Rules visualization for frequent metabolites 
with support >= 0.02

278,785개는, 기질 사물 25,401개, 생성 사물 26,535

개, 억제제를 이루는 사물(이하 억제 사물) 41,151

개 그리고 활성 화합물을 이루는 사물(이하 활성

사물) 2,680개로 이루어져 있다. 효소 사물 반응 

에서 가장 많은 사물을 갖는 표 인 경우는, 효소 

3-oxo-5alpha-steroid 4-dehydrogenase(EC 1.3.99.5)

에서 인류(homo sapiens)종에 한 사반응으로, 억

제 사물이 부분으로 350개 사물로 이루어져있다.

패턴분석의 일 성을 해, 효소 사반응을 두 개

의 효소 사반응 트랜잭션집합으로 구분하 다. 첫째, 

다양한 종에서 확인된 효소 사반응의 복을 포함

하고 있는, 278,785개의 트랜잭션으로 이루어진 효소

사반응 체 트랜잭션집합이다. 둘째는, 종별 구분을 

제거한 효소 사반응만으로 구성한, 124,005개의 효

소 사반응유일 트랜잭션집합이다. 

3.3.1 효소 사반응 체 트랜잭션집합 분석

Support
Frequent 
metabolites

Single frequent 
metabolites

Rules

0.02 56 31 49

0.01 128 59 146

0.001 3,728 658 7,514

0.0007 6,886 948 15,503

0.0005 13,786 1,323 37,173

표 6. 효소 사반응 체 트랜잭션 분석
Table 6. All enzyme interaction transactions analysis

효소 사반응 체 트랜잭션들 278,785개에 한 분

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많은 사물 개수를 고려하여 

신뢰도는 0.1에서 지지도를 달리하여 실험하 다. 

사물들은 기질 사물, 생성 사물, 억제 사물, 활성

사물 모두를 포함한다. 지지도 0.0005에서 빈발 사물

은 13,786개 으며, 이때 생성되는 규칙은 37,173개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효소 사물의 분석

 979

그림 22. 지지도 0.0005에서 빈발 사물 분포
Fig. 22 Frequent metabolites distribution with 

support ≧ 0.0005

 그림 24. 상  30 사물
Fig. 24 Top 30 Metabolites

 

그림 23. 지지도 0.0005에서 사물 규칙 분포
Fig. 23 Metabolite rules distribution with support ≧ 

0.0005

      

그림 25. 지지도 0.02에서 빈발 사물의 규칙 
시각화

Fig. 25 Rules visualization for frequent metabolites 
with support ≧ 0.02

다. 여기서 빈발 사물  사물이 하나만 존재하

는 경우는 1,323개 다.

효소 사반응 체 트랜잭션에서 지지도 0.0005이상

을 만족하는 빈발 사물의 특징은 그림 18과 같다. 

빈발 사물은 최  10개의 사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질 사물  생성 사물 분석과 유사한 낮은 지지

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이러한 빈발 사물들로 이

루어진 규칙의 분포는 그림 19와 같다. 기질 사물  

생성 사물 분석보다 상 으로 높은 지지도를 확인

할 수 있고, 많은 사물이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억제 사물의 결과이다. 이를 구

체 으로 확인하기 해, 지지도 상  30개에 속하는 

사물들을 분석하 더니 그림 20과 같다. 부분의 

사물은 낮은 지지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상 에 

속하는 사물로에서 기질과 생성물에 속하는 사물

은 앞선 분석과 거의 동일한 순서 으며, 억제 사물

은 Cu(II),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Zinc 2+, 

(4-Carboxyphenyl)(chloro)mercury,mercury(II) cation 

순이었으며, 활성 사물은 D-1,4–dithiothreitol, 29-[ 

4-(2,4,4-Trimethyl-2-pentanyl)phenoxy]-3,6,9,12,15,1

8,21,24,27-nonaoxanonacosan-1-ol, mercaptoethanol,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L-(+)-Cysteine순이

었다.

두 개 이상의 사물 정보를 포함 빈발 사물들 일

부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sm
NADPH, 

im
carbon 

monoxide, 
pm
NADP

+
}, {

sm
H2O, 

im
Cu(II), 

im
NICKEL(II) 

ION, 
im
cobalt(II) cation, 

pm
Ammonia}, {

sm
[(2R,3S, 

4R,5R)-5-(6-Amino-9H-purin-9-yl)-3,4-dihydroxyte

trahydro-2-furanyl]methyl(2R,3R,4S,5S,6R)-3,4,5-trih

ydroxy-6-(hydroxymethyl)tetrahydro-2H-pyran-2-yl

dihydrogen diphosphate, 
am
Pyridoxal 5'-phosphate, 

im
AMP, 

pm
ATP}. 사물의 윗첨자는 기질 사물(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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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사물(pm), 억제 사물(im), 그리고 활성 사물

(am)을 의미한다. 그림 25는 지지도 0.02을 만족하는 

빈발항목 56개에 의한 49개 규칙의 시각화다. 

3.3.2 효소 사반응유일 트랜잭션집합 분석

Support
Frequent 
metabolites

Single frequent 
metabolites

Rules

0.02 71 41 63

0.01 224 76 316

0.001 8,262 794 21,960

0.0007 16,257 1,118 48,204

0.0005 31,159 1,569 102,777

표 7. 효소 사반응유일 트랜잭션 분석
Table 7. Unique enzyme interaction transactions 

analysis

효소 사반응유일 트랜잭션 집합에 속하는 124,005

개의 트랜잭션에 한 빈발 사물  규칙은 표 7과 

같다. 그림 22에서 빈발 사물은 최  9개의 사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낮은 지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빈발

사물들로 이루어진 규칙의 분포는 그림 23과 같고, 

지지도 상  30개에 속하는 사물들을 분석하 더니 

그림 24와 같다. 즉, 부분의 사물은 낮은 지지도

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상  10개에 속하는 화합물 

명칭은, 앞서 효소 사물반응 체 트랜잭션 분석에서 

악한 결과와 거의 유사하 다. 몇 개의 사물만이 

지지도에 따라 앞뒤로 순서가 바 는 정도 다. 

두 개 이상의 사물 정보를 포함 빈발 사물들 일

부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sm
H2O, 

im
AMPe, 

im
ADP, 

im
ATP, 

pm
AMP}, {

sm
NAD

+
, 
sm
H2O, 

am
mercaptoethanol, 

pm
NADH, 

pm
H
+
}, {

sm
NAD

+
, 

am
D-1,4-dithiothreitol, 

im
Cu(II), 

pm
NADH, 

pm
H
+
}. 마지막으로 지지도 0.02에

서 생성된 사물들의 규칙 시각화는 그림 25와 같다.

3.4 사물들사이의 련성 분석

앞서, 기질 사물들로만 구성된 기질 사물 체 트

랜잭션집합과 기질 사물유일 트랜잭션집합, 생성 사

물들로만 구성된 생성 사물 체 트랜잭션집합과 생

성 사물유일 트랜잭션집합, 그리고 억제 사물, 활성

사물, 기질 사물, 생성 사물들 모두로 구성된 효

소 사반응 체 트랜잭션집합과 효소반응유일 트랜잭

션집합의 분석을 통해,  각 사물의 특징과 패턴들을 

분석하 다. 여기서는 사물들 사이의 련성을 분석

하고자 한다. 

    

그림 26. 기질 사물과 생성 사물의 계
Fig. 26 Relationship between substrate’s and product’s 

metabolites 

그림 27. 순수 기질 사물의 지지도
Fig. 27 Supports of pure substrate’s metabolites

먼 , 기질 사물과 생성 사물 트랜잭션 분석에서, 

기질 사물과 생성 사물을 이루는 사물은 각각 

31,180개와 26,684개 으며, 공통된 사물은 8,882개

다. 그림 26에 정리한바와 같이 기질에만 속하는 순

수 기질 사물은 22,298개 다. 이것은 물질의 사반

응 여부를 단하는 효소반응성 측 모델 개발에 활

용될 수 있다. 즉, 22,298개의 기질 사물만을 모델 

개발의 학습데이터로 활용함을써 보다 효과 인 학습

이 가능하다. 한 생성 사물에만 속하는 17,802개를 

활용하여 개발 모델을 검증할 수 있다. 한편 순수 기

질 사물 22,298개의 지지도 분포는 그림 27과 같이, 

Top 30 이후에 있는 사물들은 변화가 거의 없는 

아주 낮은 지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구체 으로 체 

22,298개의 순수 기질 사물 에서 사반응에 두 번 

이상 참여하는 사물은 681개(3%)뿐이었고 부분

(21,617개)이 하나의 사반응에만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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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효소 사반응에서 사물들의 련성
Fig. 28 Metabolites relationship in enzyme interactions

다음으로, 효소 사반응 체 트랜잭션집합과 효소

사반응유일 트랜잭션집합의 분석에서 획득한 사

물의 특징을 분석하 다. 이들 트랜잭션들을 이루는 

사물로는 기질 사물 25,401개, 생성 사물 26,535

개, 억제 사물 41,151개, 그리고 활성 사물 2,680개

다. 이들 사이의 계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28과 

같다. 기질 사물, 생성 사물, 억제 사물, 활성 사

물 모두에 속하는 사물은 959개 으며, 기질 사물

에만 속하고 생성 사물, 억제 사물, 활성 사물에 

속하지 않는 사물은 15,089개 다. 15,089개의 순수 

기질 사물만을 상으로 효소반응성 측 모델 개발

에 활용될 수 있다. 측 모델 개발에 있어 그림 26

과 28을 비교할 때, 과 합(overfitting) 문제를 해결하

기 한 방안으로써 의미를 갖는다. 

Ⅳ. 결론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천연물 기반 외인성 물질의 인체내 제 3

의 유도체로의 변환기작, 변환산물  해당 물질의 약

리 효과를 규명하기 한 기반 지식의 구축을 해, 

약물의 인체내 사반응과 주로 련이되는 효소 

사반응의 특징을 분석하 다. 화합물이 인체 내에서 

효소 사반응과 련된 데이터를 BRENDA로부터 

수집하 다. 수집된 데이터를 효소 사반응의 기본 틀

에 근거하여, 기질 사물들에 의한 트랜잭션집합, 생

성 사물들에 의한 트랜잭션집합, 기질 사물, 생성

사물, 억제 사물, 그리고 활성 사물 부를 포함한 

트랜잭션집합으로 구분하 다. 각각의 트랜잭션집합에

서 종별 차이를 허용하는 경우와 종별 차이를 제거한, 

체 트랜잭션  유일 트랜잭션으로 구분하 다. 구

분된 6종의 트랜잭션집합에 한 사물의 특징  

패턴을 각각 분석하 다. 한 사물들 사이의 련

성을 분석하 고, 순수 기질 사물들을 식별하 다. 

분석 결과 ATP  환원형 자운반체(NADH, 

NADPH 등)를 제외한 많은 사물들이 아주 낮은 지

지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신

경망(Neural network) 이나 SVM 방법[15-16]들을 활

용한 사변환 측 모델 개발에 있어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다. 한 측 모델 

개발에 있어 특징 선택(feature selection)[17]이 에 

효과 인 학습 데이터 선정에 있어 의미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최종 사변환 측 모델 개발에 

앞서, 기질 사물들의 화학  특성을 분석할 계획이

다. 즉, 31,180개, 22,298개, 그리고 15,089개의 사물

들의 화학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군집화(clustering)

하여, 이들 기질 사물들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와 군집화 분석 결과를 기반

으로 최종 사변환 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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