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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cDNA 분석을 위한 DB 구축: HMDB

류제선1), 하기안2), 차경준3), 김철근4)

요   약

최근의 생명과학 관련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생명정보를 이용, 분석하

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정보의 효율적인 저장, 검색 및 분석을 

위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용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database; DB)에 대한 요구가 생명정보 분야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생명정보 분석을 위해 얻어진 마우스 cDNA 데이터의 정보를 저장, 분석하기 위한 

DB를 개발하 으며, 이를 HMDB(Hanyang Microarray DB)라고 명명하 다.

주요용어 : Microarray, HMDB, Normalization

1. 서론

  최근의 생명과학 관련 신기술 개발 및 제품의 창출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특징은 대

규모의 생명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저장 및 분석하는 과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학적 알고리즘의 개발과 컴퓨터의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대규모의 생물 정보를 처리

할 수 있는 그에 적합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데이터의 규모적인 측면에서 다량의 정보

를 처리할 수 있는 DB의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DB의 구축은 방대한 생명정보의 

정리 및 해석을 주목적으로 하는 생명정보학의 핵심적 기술로서, 정보의 분류, 정리 및 생물학

적 해석과 기능 예측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많은 생명정보 DB가 사용되고 있다. 이중 미국의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http://www.ncbi.nlm.nih.gov/), 일본의 DDBJ(DNA DataBank of 

Japan; http://www.ddbj.nig.ac.jp/), 유럽의 EMBL(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 

http://www.embl-heidelberg.de/)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연구기관에서의 SMD(Sherlock, 2001)

와 Angio DB(Sohn, 2002)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관에서는 생명정보의 저장, 관리 및 데이터의 

수집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박성희 등, 2003). 

  본 연구에서는 한양대학교 분자유전학연구실(http://world.hanyang.ac.kr/~cgkim)에서 실험하

여 얻어진 마우스 cDNA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개발한 HMDB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

는 Microarray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마우스 cDNA 원 데이터(raw data)와 정규화 된 데이터

(normalized data)를 저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HMDB는 인간 줄기세포 유전자의 기능 분

석을 통해, 인간 줄기세포 특성 및 가연성 분석을 위해 네트워크를 확장, 확립하여 인간 줄기세

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 및 생물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HMDB의 

구성모습과 웹에서의 정보 전달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차후 HMDB의 발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HMDB의 현재 구성요소, 데이터 및 정보 제공에 관하여 정리한다. 3장에서는 

HMDB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1) (133-791)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최적설계신기술연구센터 박사후과정

2) (133-791)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수학과 석사과정

3) (133-791)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수학과 교수

4) (133-791)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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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MDB의 구성

  한양대학교 분자유전학연구실에서 생성된 마우스 cDNA 데이터는 텍스트 파일(.txt)로 저장된

다. 이는 Microarray 실험을 통해 획득된 데이터로서 GenePix(Axon; http://www.axon.com)를 

통해 발현된 정도를 표현하는 유전자별 발현량을 의미한다. 또한, 전처리 과정을 수행한 후 

normalization 과정을 통해 원 데이터와 정규화 된 데이터가 DB에 저장된다. 이는 로그인

(log-in) 과정을 거쳐 웹 브라우저를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그림 1]은 HMDB의 현

재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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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MDB의 구성도

2.1 Microarray 실험

    MEL 세포는 10% bovine calf serum (BCS, Hyclone)이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a (DMEM, Gibco/BRL)에서 1X105-2X106 cell/ml로 현탁 배양하 다. 2일 간격으로 

배양액을 교체하 고, 37
oC의 배양기에서 5% CO2의 조건으로 유지하 다. MEL세포의 분화는 

1-5X105 cell/ml의 세포에 5 mM HMBA를 첨가한 후 60시간동안 배양하여 일으켰다. 분화 유

도 여부는 benzidine staining으로 확인하 다.

  분화된 MEL 세포에서 총 50 μg의 RNA를 추출 후 Cy3 혹은 Cy5를 이용하여 탐침을 제조하

다. 제조된 탐침을 TwinChip Mouse-7.4k (Digital genomics, Korea)에 혼성화하고, GenePix 

(Axon)을 시용하여 혼성화 된 상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채취하 다.

2.2 원 데이터와 정규화 된 데이터

  Microarray 실험을 수행하면 GenePix 프로그램은 텍스트 파일로 원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는 

생명정보학에서 필요한 분석을 시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며, 이를 적합한 정보로 변환하기 위해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normaliz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정규화를 시행한다. Normalization은 

Microarray 실험에서 시스템 변동요인을 제거하여 줌으로써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며, 그 결과가 정규화 된 데이터가 된다(Yang 등, 2000). 본 연구에서는 

within-print-tip-group normalization 방법을 적용하 으며, normalization을 수행하기 위해 R언

어(http://www.r-project.org)를 사용하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생성된 원 데이터와 정규화 

된 데이터는 SQL(Structured Query Language)문을 사용하여 HMDB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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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HMDB 구성 소프트웨어

  HMDB는 관리자에게 친숙한 Windows XP 환경과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관계형 DBMS인 

MySQL(http://www.mysql.com)을 사용하 다. MySQL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다른 DBMS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단순한 쿼리의 실행 속도가 빠르다.

  - OS 전환이 간단하며 다양한 OS를 지원하므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 Open source 프로그램이므로 전 세계 개발자의 참여로 개발 속도가 빠르다.

  - 상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도에서 무료로 제공된다(이 무, 2003).

  웹 시스템은 웹서버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Apache 웹서버(http://www.apache.org)와 스크

립트 언어로는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한 웹페이지를 한층 더 쉽게 구현 할 수 있는 PHP

(http://www.php.net)를 사용하 다. Apache 웹서버를 사용한 이유는 안정성과 성능면에서 다

른 웹서버에 비해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패치 파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능이 향상될 뿐

만 아니라, 소스(source)까지 무료로 완전 공개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또한 PHP의 장점은 

배우기 쉽고 개발속도 및 실행속도가 빠르며, 호환성 측면에서 HMDB의 DBMS인 MySQL과 

연동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Luke 등, 2003).

2.4 HMDB 설계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형태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데, 각 

테이블의 필드에 적합한 속성을 확인하여 배치하는 것을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한다. 현재 

HMDB에 저장되어 있는 마우스 cDNA 칩을 사용한 Microarray 실험에서 획득된 데이터는 속

성테이블 1개와 원 데이터 3개의 테이블, 그리고 정규화 된 데이터 3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요 속성변수는 block (block number), col (column number), row (row 

number), 1day_R (Cy5 in one day), 1day_G (Cy3 in one day), 2day_R (Cy5 in two day), 

2day_G (Cy3 in two day), 3day_R (Cy5 in three day), 3day_G (Cy3 in three day), 1day_M 

(within-print-tip-group lowess normalization in one day), 2day_M (within-print-tip-group 

lowess normalization in two day), 3day_M (within-print-tip-group lowess normalization in 

three day)이다.

  DB를 제작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주키(primary key, PK)이

다. 주키는 각 개체들이 지니는 속성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대표성을 갖는 식별자를 의

미하고 모든 자료 검색과 연결 속성의 중심이 된다. HMDB에서는 block, col, row를 주키로 설

정하 다.

2.5 HMDB 데이터 정보 제공

  우선 HMDB는 최종 사용자(researcher)의 컴퓨터에서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웹에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 다. 서버가 소프트

웨어의 업데이트 또는 정보의 확장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사용자들은 바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2]에서와 같이 한양대학교 통계정보분석실

(http://gauss.hanyang.ac.kr/losia)에 접속하여 “cDNA Microarray Data Analysis” 항목을 클릭

하면 [그림 3]에서와 같은 로그인 화면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확한 username과 password를 

입력하면 [그림 4]와 같이 찾고자 하는 block, column, row의 값을 입력하는 화면을 볼 수 있

다. 이를 위해 block, column, row 값으로 각각 2, 3, 4를 입력한 결과, [그림 5]에서와 같은 결

과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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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양대학교 통계정보분석실 홈페이지

  

[그림 3] 로그인 화면

[그림 4] 입력 화면

  

[그림 5] 결과 화면

3. 향후 과제

  HMDB는 실험 및 분석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웹 상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생명정보학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에 관한 것이다. 향후, HMDB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부

가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DB관리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본 논문에서는 [그림 6]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HMDB의 미래 구성도를 고려하여 향후 HMDB 보완 방향에 대하여 정립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데이터의 저장 및 저장 공간 확보

    새로 획득할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면서 이전의 수치 데이

터와 함께 시각화된 자료들이 다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저장 공간을 확보하도

록 한다.

  2) 정보의 보안, 관리 및 효율적인 외부 정보 제공

    내부에서 생성된 정보를 외부 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핵심 정보가 외부로 유

출되지 않도록 DB에 대한 보안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또한 외부로 제공 가능한 정

보는 효율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내부 시스템을 관리한다.

  3) 분석 툴의 개발

    Hierarchical clustering, K-means clustering, SVM (Support Vector Machine)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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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 (Self-Organizing Map) 등의 군집화(clustering) 기법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한 결과

를 저장 DB에 저장하고 사용자에게 웹으로 분석 결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4) 효과적인 컨텐츠 개발

    내부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교류와 웹을 통한 정보 제공에 있어 내, 외적 사용자에게 제

공되는 정보를 종합하여 재구성하고 DB의 활용을 최대화하도록 효과적인 컨텐츠를 개발한다.

[그림 6] HMDB의 미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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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지금까지 현재 구축된 HMDB와 미래의 구성도를 살펴보았다. 현재의 HMDB는 생명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자료를 저장하고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3장에서 언급한 향

후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HMDB의 모습을 구성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

구에서 살펴 본 결과, HMDB가 지양해야 할 모습은 단순한 저장 DB로서의 HMDB보다는, 이

를 기반으로 하여 인간 줄기세포 유전자의 기능 분석 기술을 통해 줄기세포 특성 및 가연성 분

석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립하여 궁극적 목적인 신약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모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미 제공되고 있는 정보와 함께 보완 사항에 중점을 둔다면 HMDB의 목적에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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