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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formatics And Data Analysis (BADA) 연구실

책임교수

성명 안재균

주요 

학력

경력

인천대학교 교수 (2015-현재)

박사후과정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Integrative Biology 

and Physiology (2013-2015)

박사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 (2013)

소속
정보기술대학 

컴퓨터공학부
석사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 (2009)

학사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 (2006)

구 성 원

직 책 인 원 성 명 (담당분야)

박 사 2
권창혁(NGS data 분석 및 도구 개발), 

권혁중(암 진단 도구 개발)

석 사 3
서상민(약물작용점 탐색 연구), 

이건희(약물 디자인 연구), 고수현(질병 유전자 탐색 연구)

산학협력

희망분야

1. 암, 당뇨 등 질병 원인이 되는 유전자 발견 기술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2. 암 예후 예측 방법, 암 예후 기전에 관련된 기술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개인 맞춤형 신약, 암 등 질병 진단 키트 등)

대표연구

분야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유전자와 질병의 관련성 연구 및 질병의 기전 찾는 기술 연구

2. 간암 치료제인 소라페닙(항암제)의 개개인에 대한 저항성 및 저항성 줄이는 방법 연구 

3.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표현형 예측을 통해 개인 맞춤 타겟팅 신약 개발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약물에 대한 저항성 여부의 예

측 모델 

• 암에 따른 유전자 간의 상관관

계에 기초하여 유전자 분산 표현

을 위한 유전자 특징 벡터를 생성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9-0055615 2019-05-13
약물에 대한 저항성 여부의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전자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2 10-2019-0043509 2019-04-15

암에 따른 유전자 간의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유전자 분산 표현을 위한 유전자 특징 벡터를 

생성하는 전자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3 10-2019-0031623 2019-03-20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기초로 암의 예후 예측에 

사용되는 바이오 마커의 선정이 가능한 전자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연구 실적

1. 딥러닝을 이용한 간암 표적항암제 내성기전 규명 및 이를 극복할 새로운 표적항암제 탐색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9.03.01.~2024.02.28.



2. 개인유전체 정보분석 인력양성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7~2023

3.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치주질환 진단 및 예측 인자 발굴 분석 알고리즘 및 유전자 네

트워크 분석 기술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7~2022

4. 네트워크 기반 기계학습을 이용한 약물의 새로운 용도 예측 기법 연구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6.11.01.~2019.10.31.

SCI(E) 논문 27편 / 특허 5건(등록), 7건(출원)

논문

1. RN+: A Novel Biclustering Algorithm for Analysis of Gene Expression Data Using 

Protein–Protein Interaction Network, Journal of Computational Biology (online 

published), 2019.02.22.

2. Metabolic profiling reveals glucose and fructose accumulation in gcr1 knock‑out 

mutant of Arabidopsis,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제62권(집), 제23호, 2019.12.01.

3. DockerBIO: web application for efficient use of bioinformatics Docker images, PeerJ 

(6:e5954). 2018.11.27.

4. PISTON: Predicting drug indications and side effects using topic modeling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Journal of Biomedical Informatics, 제87권(집), pp. 

96-107, 2018.11.01.

5. An Improved Method for Prediction of Cancer Prognosis by Network Learning, 

Genes, 제9권(집), 제478호, 2018.10.02.

6. G2Vec: Distributed gene representations for identification of cancer prognostic genes, 

Scientific Reports, 제8권(집), 13729, 2018.09.13.

7. Coregulation of alternative splicing by hnRNPM and ESRP1 during EMT, RNA, 제24권

(집), pp. 1326-1338, 2018.07.24.

8. Prediction of GPCR-ligand binding us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s, Computational 

and Mathematical Methods in Medicine, 제2018권(집), ID 6565241, 2018.01.30.

9. Improved prediction of breast cancer outcome by identifying heterogeneous 

biomarkers, Bioinformatics, 제33권(집), 제22호, 2017.11.15.

10. Systematic identification of differential gene network to elucidate Alzheimer's disease,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제85권(집), 2017.11.01.

11. Identifying the common genetic networks of ADR (adverse drug reaction) clusters 

and developing an ADR classification model, Molecular BioSystems, 제13권(집) 1788, 

2017.08.22.

12. Drug voyager: a computational platform for exploring unintended drug action, BMC 

BIOINFORMATICS, 제18권(집), 2017.02.28. 

홈페이지 http://bada.i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