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 고성능컴퓨 기반 건강한 고령사회 응 빅데이터 분석기술개발(K-16-L03-C02-S02)」과 

한의학연구원의의「ICT기반 한약자원 활용시스템 구축(K15433)」 사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 본 논문은 한국콘텐츠학회 ICCC2015 국제학술 회 우수논문입니다.

수일자 : 2016년 04월 21일 

수정일자 : 2016년 05월 09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5월 09일

교신 자 : 김철, e-mail : chulnice@kiom.re.kr 

http://dx.doi.org/10.5392/JKCA.2016.16.06.260

PubMed 문헌 분석을 통한 한약재 네트워크 다차원 분석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Medical Herbs Network Multidimensional Analysis System 

through Literature Analysis on PubMed

서동민*, 유석종**, 이민호*, 예상준***, 김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생명의료HPC연구센터/과학기술연합 학원 학교 빅데이터과학*,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생명의료HPC연구센터**,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연구단***,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연구단/과학기술연합 학원 학교 한의생명과학****

Dongmin Seo(dmseo@kisti.re.kr)*, Seok Jong Yu(codegen@kisti.re.kr)**, 

Min-Ho Lee(cokeman@kisti.re.kr)*, Sang-Jun Yea(tomita@kiom.re.kr)***, 

Chul Kim(chulnice@kio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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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기술은 국민의 건강 증 와 건강한 고령 삶을 제공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한, 한의
학에 한 과학  근이 진행되면서 한약재 성분의 효능을 검증하고자 하는 다양한 분자 생물학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련 한약재의 주요 성분과 련된 생화학  기작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PubMed로부터 한약재와 련된 논문들을 
수집후, 수집된 논문들에 한 문헌 분석을 통해 추출된 한약재 련 화합물, 유 자 그리고 생물학  상호
작용 정보를 장  리하는 한약재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한, 연구자들에게 구축한 한약재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한 직  분석을 제공하기 해 화합물, 유 자 그리고 생물학  상호작용 정보 
간 계층구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성 후, 해당 네트워크에 한 다차원 분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
했다. 마지막으로, 본 시스템은 향후 다양한 한약재 성분의 효능  생물학  기작을 악하는데 요한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 한다.
 

■ 중심어 :∣한의학∣네트워크 분석∣PubMed∣빅데이터∣다차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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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o, oriental medicine research is focused with 
modern research technology and validate it’s various biochemical effect by combining with 
molecular biology technology. However there are few searching system for finding biochemical 
mechanism which is related to major compounds in oriental medicine. Therefore, in this paper, 
we collected papers related with medical herbs from PubMed and constructed a medical herbs 
database to store and manage chemical, gene/protein and biological interaction information 
extracted by a literature analysis on the papers. Also, to supporting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n the database, we developed a network analysis system based on a hierarchy structure of 
chemical, gene/protein and biological interaction information. Finally, we expect this system will 
be used the major tool to discover various biochemical effect by combining with molecular 
biology technology.    

■ keyword :∣Oriental Medicine∣Network Analysis∣PubMed∣Big-Data∣Multidimensio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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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와 산업분야별 생산성 성과(미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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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 [그림 1]과 같이 최근에는 유 체학의 발 , 웨

어러블 디바이스의 확산, IT/NT의 발  등에 따라 방

한 양의 바이오-메디컬 데이터가 생산되고, 이에 따

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헬스 어 산업이 속히 발달하

고 있으며, 바이오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기술은 국민의 

건강 증 와 건강한 고령 삶을 제공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3-5]. 일례로, 농 진흥청은 식물, 동

물, 미생물 등 30.8TB에 달하는 용량 유 체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할 수 있는 농생명 유 체 바이오 빅데이

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립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를 통해 특정 유 체 서열 조합과 미지의 유 자 기능 

측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6]. 서울아산병원은 

환자로부터 수집되는 심실 모니터링 데이터를 빅데

이터 랫폼에 장하고, 패턴 분석을 통해 부정맥 발

생상황을 사 에 측하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다[7]. 한, 캐나다 온타리오 공과 학병원은 

신생아의 압, 체온, 심 도, 산소포화도 등의 데

이터를 분석하여 미숙아에 한 패 증, 폐결핵과 같은 

심각한 병원균 감염을 조기 단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3][8].

한의학에서 다루는 한약재는 다양한 천연물을 기반

으로 천연물내의 다양한 화합물의 약효지식 축 을 해

온 학문 분야이다. 최근 한약재를 상으로 의 분

자 생물학 기술을 응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데, 표 인 사례로 자가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

을 상산(常山, Dichroa febrifuga) 나무에서 추출하여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오믹스 연구를 통해 다양한 세포

내의 생명 상들이 밝 지고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약재에 존재하는 다양한 약제의 효능을  과학

으로 검증하고 고부가가치의 신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망되면서, 통의학도 빅데이터 

기술과의 목이 활발해지고 있다[9][10]. 일례로, 한국

한의학연구원은 1만 5000여건 이상의 체질임상정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체질정보은행 KCMB 서비스와 

일상생활 속에서 통의학을 이용해 간편하게 건강

리가 가능한 한의변증정보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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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학 분야 연구자들이 한약재의 성분과 이

에 한 생체 내의 신호 달 기작과의 연 성을 악하

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국제 으로 

생명과학 분야 연구 논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PubMed의 경우 한 해 등록되는 논문 수가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14년도에는 1,184,604개의 논문이 보고되고 

있다. 이 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논문 정보를 연구

자가 모두 읽어서 련 정보를 추출하는 일은  어

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10].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PubMed[11]로부터 한약재와 

련된 논문들을 수집후, 수집된 논문들에 한 문헌 

분석을 통해 추출된 한약재 련 화합물, 유 자 그리

고 생물학  상호작용 정보를 장  리하는 한약재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한, 연구자들에게 구

축한 한약재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한 직  분석을 

제공하기 해 화합물, 유 자 그리고 생물학  상호작

용 정보 간 계층구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성 후, 

해당 네트워크에 한 다차원 분석을 제공하는 시스템

을 개발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바이오-메디컬 빅데이터 기반의 표 서비스들에 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구축한 한약재 정보 데이터베이스

와 개발한 한약재 네트워크 다차원 분석  가시화 시

스템에 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다양한 성능 지표를 

기반으로 한 성능 평가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

다.  

Ⅱ. 관련연구

1. 바이오-메디컬 빅데이터 국외 사례
캐나다 온타리오 공과 학병원은 [그림 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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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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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토리오 공과대병원의 신생아 모니터링 과정[8]

2. 바이오-메디컬 빅데이터 국내 사례
농 진흥청은 작품의 새품종 개발 등 생명공학연구

의 산업화 활성화를 해 식물, 동물, 미생물 등 총 963

만 7천 건(30.8TB)에 달하는 유 체, 오믹스, 차세  유

체서열(NGS) 등 용량 유 체 정보를 제공하고 분

석할 수 있는 농생명 유 체 바이오 빅데이터 정보시스

템을 구축하고, [그림 3]과 같이 국립농업생명공학정보

센터를 통해 특정 유 체 서열 조합과 미지의 유 자 

기능 측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6]. 이는 연구

자들에게 용량의 DNA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

석하고 다양한 유용 유 자 정보들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육종, 고부가 농업 

유용 정보 발굴 등 산업화 용기반을 마련했다.

그림 3. 농촌진흥청의 NABI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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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은 [그림 4]와 같이 2천 5백 명의 심

계 환자실 환자로부터 획득한 생체신호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고, 수집된 생체신호를 기반으로 환자의 생

체신호에 한 패턴 분석을 통해 부정맥 발생상황을 사

에 측하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7]. 

재 이 시스템은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도 10

에 경고를 보내주며, 성능은 90%에 가까운 정확도를 

제공하고 있다. 한, 이 기술을 기반으로 질환 연 성, 

약물 부작용, 유 자 연구 등을 통한 질환의 측  진

행, 후를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4. 서울아산병원 심실부정맥 예측 프로세스[7]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그림 5]와 같이 국내외 한방병

원  한의원 등 한방 의료기 , 지역사회 코호트  국

외 연구기  등 총 29개 연구 기 을 연계한 임상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1만 5천 개의 사상의학  체질

임상정보와 생물학  정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질정보은행 KCMB를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체질임

상정보는 인구학  정보, 성격, 체질진단기록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 자료로 이루어져있으며, 생물학

 정보는 체형, 안면 분석, 음성 분석 자료로 이루어진 

계측정보와 일반 액 32개 항목  유 자(DNA)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우리 몸에 많이 나타나는 

자각증상(자신이 느끼는 병의 증상)을 바탕으로 련된 

한의 변증을 제시하고, 이에 한 생활습   음식 섭

취 정보를 보여주는 한의변증정보시스템을 서비스함으

로써, 바쁜 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고 간편하게 

건강 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총 12명의 한의 임상 문가로 구성된 자

문 원단의 자문과 한의 변증 설문지를 바탕으로 개발

돼 신뢰성이 높다.  

그림 5.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체질정보은행[12]

Ⅲ. 제안하는 한약재 네트워크 다차원 분석 
    시스템

1.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 개발한 한약재 네트워크 다차원 분석 시

스템은 [그림 6]과 같이 PubMed Crawler, PubMed 

Parser, Medical Herbs Database, Network Analyzer 

그리고 Network Viewer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 한약재 네트워크 다차원 분석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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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ubMed에서 추출된 한약재 관련 생물학적 상호작용 정보 예

2. 한약재 정보 데이터베이스
한약재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PubMed Crawler와 

PubMed Parser를 통해 구축된다. PubMed Crawler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한의학 

데이터베이스와 한약  그리고 생약규격집 등 재 

한의학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총 448개의 한약

재 정보를 록(Abstract)에 포함하는 PubMed 내 모든 

논문에 한 PubMed ID, 제목, 록 그리고 게재일을 

수집한다. 재 총 448개의 한약재 정보에 해 

PubMed Crawler를 통해 수집된 PubMed 록은 총 

17,398건이다.

PubMed Parser는 수집된 PubMed 록으로부터 한

약재와 련된 화합물, 유 자/단백질 그리고 생물학  

상호작용 정보를 추출해 Medical Herbs Database에 

장한다, 화합물 정보는 오  소스 개체명인식 도구인 

OSCAR4(Open-Source Chemistry Routines4)[13]를 

활용해 추출하 고, 수집된 화합물은 총 95,925건이다. 

[표 1]은 가장 많이 추출된 상  5개의 화합물과 록 

문장 건수를 보여 다.   

순 화합물명 보고횟수

1 Flavonoids 781
2 Antioxidants 672
3 Glucosides 470
4 Alkaloids 353
5 Flavanones 326

표 1. 화합물 추출결과[10]

재 생물학  상호작용 정보를 가장 많이 구성하는 

정보는 단백질-단백질 는 단백질-유 자 간의 상호

작용 정보로, 한약재 네트워크 다차원 분석을 해서는 

한약재와 련된 단백질과 유 자 정보를 추출하는 것

은 매우 요하다. PubMed Parser는 통계기법을 활용

하여 유 자/단백질  세포 정보를 추출하는 도구인 

Abner[14]를 활용해 추출하 고, 수집된 유 자/단백질

은 총 21,962 건이다. [표 2]는 가장 많이 추출된 상  

5개의 단백질/유 자와 록 문장 건수를 보여 다.

순 유 자 보고 횟수

1 nerve growth factor 597
2 catalase 107
3 Superoxide dismutase 100
4 TNF-alpha  76
5 cytokines  68

표 2. 단백질/유전자 추출결과[10]

PubMed Parser는 수집된 PubMed 록으로부터 한

약재와 련된 화합물, 유 자/단백질에 한 생물학  

상호작용 정보를 추출하기 해서 MetaMap[15]을 활

용해 추출하 고, 수집된 생물학  상호작용 정보는 총 

29,479건이다. Metamap은 재 NCBI에서 연구 개발 

인 생물학  용어사 을 기반으로 한 의미 추출 도구

로, 생물학  용어를 약 130개의 온톨로지로 분류하여 

생물학  의미를 추출한다. 특히, Metamap에서 사용하

는 사 은 질병, 행동, 약물, 유 자, 단백질 등 다양한 

형태의 생물학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그림 7]은 한

약재 Herb Name에 해 PMID로부터 추출된 Entity1 

Type을 갖는 Entity1과 Entity2 Type을 갖는 Entity2

에 한 계(Relation, Effect, Type) 일부를 보여 다.

구축한 한약재 정보 데이터베이스(Medical H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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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는 [그림 8]과 같이 한약재 기본 정보를 장

하는 KHERBS 테이블, 한약재별 화합물, 유 자/단백

질, 생물학  상호작용 정보를 장하는 KHERB_RELATION 

테이블 그리고 KHERB_RELATION 테이블에 장된 

정보가 추출된 PubMed 논문의 메타정보를 장하는 

PUBMED 테이블로 구성된다.

그림 8. 한약재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표 3][표 4] 그리고 [표 5]는 각 테이블을 구성하는 

각 필드에 한 정보를 보여 다.

필드명 내용
HERB_ID TB_KHERBS 테이블의 Index 번호를 저장
K_NAME 한약재의 한국어 명칭을 저장
C_NAME 한약재의 명칭을 한자 표기로 저장

PROPERTY 한약재의 속성을 저장
REFERENCE 한약재의 논문 출전 정보를 저장

표 3. KHERBS 테이블 필드 구성

필드명 내용

HERB_ID TB_KHERBS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한 한약재의 
Index 번호를 저장

PUBMED_ID TB_PUBMED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한 Pubmed 
논문의 Index 번호를 저장

ENTITY1 한약재에 포함된 화합물의 명칭을 저장
ENTITY1_TYPE 한약재에 포함된 화합물의 속성을 저장
ENTITY2 한약재로부터 영향을 받는 화합물의 명칭을 저장
ENTITY2_TYPE 한약재로부터 영향을 받는 화합물의 속성을 저장
EFFECT 한약재가 화합물에 대한 효과의 여부를 저장
EFFECT_TYPE 한약재에 포함된 화합물과 다른 화합물 간의 관계의 

유형을 저장
SENTENCE 저장된 화합물 네트워크의 간략한 설명을 저장

표 4. KHERB_ RELATION 테이블 필드 구성

필드명 내용
PUBMED_ID TB_PUBMED 테이블의 Index 번호를 저장
PUB_DATE Pubmed 논문의 작성 년월일을 저장
TITLE Pubmed 논문의 제목을 저장
ABSTRACT Pubmed 논문의 요약문을 저장

표 5. PUBMED 테이블 필드 구성

3. 한약재 네트워크 다차원 분석 및 가시화 시스템
Network Analyzer는 한약재 정보 데이터베이스

(Medical Herbs Database)에 장된 한약재 련 화합

물, 유 자/단백질 그리고 생물학  상호작용 정보를 

네트워크로 구성 후, 구성된 네트워크에 한 다양한 

직  분석을 제공한다. 그리고 Network Viewer는 

Network Analyzer로부터 분석된 네트워크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시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9]는 본 

논문에서 개발한 한약재 네트워크 분석  가시화 시스

템의 시스템 구성도를 보여 다.

그림 9. 한약재 네트워크 분석 및 가시화 시스템 구성도

[그림 9]의 요 컴포 트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Network visualization module – Network 

Viewer의 기능으로 사용자가 추가한 한약재 생물

학  네트워크를 캔버스에 가시화하여 출력

page config module - Network Viewer의 기능으

로 페이지 내의 네트워크 가시화를 한 사용자 

설정과 네트워크 생성 조건 설정

Ajax processing module - Network Viewer의 기

능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비동기 통신이 필

요한 기능들 제공

Data server access module -  Network Analyzer

의 기능으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한약재 련 정

보 업로드  네트워크 구성 그리고 구성한 네트

워크에 한 다양한 분석 기능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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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한약재 네트워크 다차원 분석 및 가시화 시스템 화면 예시

개발한 시스템은 HTML5, CSS3, Canvas 등의 최신 

웹 기술을 용하여, ActiveX 는 Flash 등의 별도 

러그인 없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웹 라우 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10]의 (a)는 개발한 시스

템의 화면 구성을 보여 다. 그리고 요 아이콘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 분석을 한 네트워크를 불러오기 해서 한

약재와 련된 한약재명, 화합물명 는 유 자명/

단백질명을 입력받는 기능으로, [그림 10]의 (b)와 

같이 입력한 키워드를 포함하는 모든 키워드를 보

여주고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② - ①에서 입력된 키워드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를 가시화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분석 기능을 제공

③ - ②에 출력된 네트워크의 체 노드(node) 수

와 간선(edge) 수를 제공

④ - ②에 출력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의 속

성을 제공

⑤ - ②에 출력된 네트워크를 상, 하, 좌, 우로 이동

하는 기능과 Zoom in/out 기능을 제공

⑥ - 가시화 화면을 체화면으로 설정 는 해제

하는 기능 제공

⑦ - ②에 출력된 네트워크를 재 화면 크기에 모

두 가시화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크기를 자동으

로 조정하는 기능을 제공

⑧ - ②에 출력된 네트워크를 삭제하고 재 화면

을 기화 하는 기능을 제공

⑨ - ②에 출력된 네트워크 가시화와 련된 다양

한 기능(간선 모양, 노드간 간격 등)을 제공

⑩ - 한약재 련해 수집된 PubMed 논문 정보를 

기반으로 한약재 련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제공

개발한 시스템은 네트워크의 간선을 선택하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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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선에 연결된 두 노드가 추출된 PubMed 논문의 제

목과 문장을 [그림 10]의 (c)의 ①과 같이 제공하고, 특

정 논문을 선택하면 10의 (c)의 ②와 같이 선택한 논문

에 한 체 정보를 제공하는 PubMed 사이트를 제공

한다. 특히, [그림 10]의 (d)의 ①과 같이 네트워크를 구

성하고 있는 노드를 선택하면, 해당 노드로 인해 향

을 받는 다른 한약재  화합물, 유 자/단백질들을 조

회할 수 있고, 조회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존 네트워

크 확장을 통해 다차원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한다. 한, [그림 10]의 (d)의 ②과 같이 추출

에 활용된 PubMed와 추출된 한약재  화합물, 유 자

/단백질의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한 한약재 련 연구 

동향 정보를 제공한다.

 

Ⅳ.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는 문헌 분석의 결과물에 한 정확한 검

증을 해서 직  수작업을 통해 문헌 분석 결과를 큐

이션 하 다. 큐 이터는 생명과학분야 석사 이상의 

학력자 2명으로 구성하 다. 큐 이션은 추출된 화합

물, 유 자/단백질에 한 생물학  상호작용 정보 총 

29,479 건의 결과에 해 수행했다. [표 6]은 큐 이션

을 통해 수정할 수 없는 추출 결과의 로, 추출 상 

문장 내 계를 나타내는 화합물, 유 자/단백질이 없

는 경우 는 계 타입이 화합물 반응(chemical 

reaction) 즉 유 자/단백질 간의 계를 설명하지 못하

는 사  계로 총 1,705 건에 해서는  잘못된 

텍스트마이닝 결과를 얻었음을 확인했다.

HerbID 1 PMID 22956243
Relation acetate ---> MPO
Entity1(Type) acetate(Small Molecule)
Entity2(Type) MPO(Protein)
Effect(Type) unknown(Regulation)

Sentence

TCE showed antibacterial activity and both 
TCE and SS enhanced the antioxidants, but 
decreased free radicals and myeloperoxidase
activities affected in acetic acid-induced 
colitis.

표 6. 개체가 인식되지 않는 관계를 추출한 예

한, [표 7]은 큐 이션을 통해 수정된 추출 결과의 

로, 화합물, 유 자/단백질에 한 개체 인식 는 

계 인식이 잘못되었지만 큐 이터를 통해 수정 가능한 

경우로 총 1,348 건에 해서는 추출 결과 보정을 통해 

수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수
정

HerbID 1 PMID 22956243
Relation ascorbate ---| body weight
Entity1(Type) ascorbate (Small Molecule)
Entity2(Type) body weight(Disease)
Effect(Type) negative(Regulation)

수
정
후

HerbID 1 PMID 22956243
Relation acetate ---| body weight
Entity1(Type) acetate(Small Molecule)
Entity2(Type) body weight(Disease)
Effect(Type) negative(Regulation)

Sentence

Intra-colonic AA administration increased 
colonic mucosal damage and inflammation, 
mucus/bloody diarrhoea, stool frequency, 
but decreased body weight which were 
reversed by TCE and sulfasalazine (SS, 
positive control) treatments.

표 7. 큐레이션을 통해 인식 개체를 수정한 예

즉, 본 시스템의 총 448 건에 한 한약재 련 생물

학  상호작용 정보 추출 정확도는 89%이고, 큐 이션

을 통해 총 27,774 건의 한약재 련 생물학  상호작용 

정보를 제공한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최신의 텍스트마이닝 기술을 통합하

여 한의약 분야 문헌 분석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분

석 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한의학 약재 448개를 상

으로 련된 약재 정보와 생물학  상호작용 정보를 추

출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한 연구자

가 직 으로 생물학  네트워크 정보를 분석할 수 있

도록 생물학  네트워크 가시화 도구를 최신 웹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하 다. 재 신약의 개발 속도가 정체되

고 있어서 한의학 약재를 상으로 신규 약효 성분의 

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시스템은 

향후 다양한 한의학 분야 약재 성분의 효능  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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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작을 악하는데 요한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

한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

을 업에서 활용하기 해서는 좀 더 연구에 도움을 

 수 있는 고차원 네트워크 분석 기능 제공이 요구되

며, 개발한 시스템에 한 신뢰성 확보가 요구된다. 향

후 연구로는 용량 생물학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자

가 심을 갖는 서  네트워크  유사 네트워크를 효

율 으로 탐색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 오  

소스 기반의 바이오 네트워크 분석 시스템이 있다면 그

들과의 성능 평가를 통해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우수성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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