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man 시퀀싱 데이터의 causal variant 확인을 위한 솔루션

Key features

�	Biological context
�	Pharmacogenetics
�	Statistical association

�	Cancer driver variants
�	Custom annotation
�	Physical location

�	Common variants
�	Genetic analysis
�	User-defined variants

Ingenuity® Variant Analysis™(IVA)는 Ingenuity Knowledge Base의 

정보와 강력한 분석도구가 통합된 새로운 변이 분석 플랫폼으로서 

Human 시퀀싱 데이터를 이용한 변이 분석 결과를 통해 질병에 가장 

관련있는 변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Rapid prioritization of variants
IVA는 1차적으로 분석된 모든 유전자 변이 데이터 셋에서 필터과정을 

통하여 원하는 변이를 얻을 수 있고, 연구자가 직접 분석 조건 기준을 

설정하여 필터링 진행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빠른 속도의 강력한 분석 도구
�	생물학적 필터 기준을 통한 변이 검증의 우선순위 설정
�	관심 phenotype에 관련한 변이 정보 확인
�	집단에 대한 통계분석 바탕의 변이 필터링

Intuitive, user-friendly interface
생물정보학적 기술이 없어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쉽게 사용 가능하며 분석에 바로 적용 할 수 있습니다.

Interactive filter cascade

타겟 연구를 위하여 수백만 개 이상의 변이 정보로부터 다양한 필터 

조건을 활용하여 원하는 정보로만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발현되는 변이나 낮은 퀄리티의 서열 등을 확인하여 제거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이의 개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의 질병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Knowledge driven algorithms and analytics- 
Genetics, Functional Prediction, PLUS Biology
Ingenuity ontology내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질병, phenotype, pro-

cess, pathway에 대한 사용자의 지식뿐 아니라 Ingenuity Knowledge 

Base내에서의 자세한 pathway 정보 등을 이용하여 변이를 규명하고 

우선순위를 선별합니다.

Causal network analytics
유전자의 upstream/downstream의 1~2단계 내에서 변이를 식별합니

다. 이미 알려진 정보를 통해 유전자 내에서 관련이 있거나 상호작용을 

한다고 알려진 유전자와의 변이 관계를 그래픽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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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and publication tools

함께 연구하는 연구자와 편리하게 공동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그래픽을 export하여 출판물이나 논문 등에 이용 가능합니다.

 

Curated up to date content at your fingertips

다양한 문헌과 public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직접 큐레이션된 수백만 건의  

의생명 연구 및 돌연변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pathway, process, 유전학, 약물과 질병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2015. Insilicogen, Inc. l Ingenuity Variant Analysis  02

소프트웨어 공급 서비스 문의

consulting@insilicogen.com
생물정보 분석 서비스 문의

codes@insilicogen.com        031.278.0061

Content acquisition Ingenuity ontology

Ingenuity Knowledge Base 
Ingenuity Knowledge Base는 다양한 분야의 문헌들을 박사급 이상의 전문가들이 직접 읽고, 수백만 개의 단백질, 유전자, 복합체, 세포, 조직,  

약물, 질병 사이 각각의 관계를 만들어 생물학적 상호작용과 기능적인 annotation들을 전문적으로 큐레이션 하였고, QC 과정을 통해 검증하고  

구조화 시킨 데이터베이스입니다. IVA는 Ingenuity Knowledge Base를 이용하여 분석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