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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명 현상을 지속하기 위해 생체는 유전자 발현 조절에서부터 신호전달 작용까지 복잡한 조절기작으로 구성
된다. 이와 같은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현상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 방법과 정밀한 분석법
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조절기작에 대한 반응 모델링 기법과 전산모사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도구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전체에서부터 유전자 발현 및 신호전달과정에 이르는 다양한 세포내의 반응
을 통합적으로 모델링하고, 상미분방정식 기반의 전산모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
한다. 또한 향후 다양한 기능 확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플러그인 기반의 설계를 적용하여 각각의 모듈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세포 내의 모든 객체에 대한 모델링을 비롯한 선진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모델링을 지원하며, 이에 따른 시뮬레이션 및 결과 가시화가 가능하다. 특히, 기존의 선진
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은 유전체 정보 가시화 기능과 화합물 정보를 활용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개발 초기의
시스템으로서는 기존 선진 시스템과 비교하여 수준 높은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유전체 정보로
부터 신호전달 네트워크까지 세포 내 조절기작을 통합적으로 모델링하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전산모
사를 통해 조절기작의 이해는 물론 향후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시스템생물학, 전산모사, 생물학적 네트워크, 신호전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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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iving body is composed of complicated regulation mechanisms ranging from gene regulations
to signal transduction to sustain its life. For understanding such life phenomena, an integrated
analysis tool that performs techniques and computer simulations on the regulation mechanisms of
biological reactions as well as new experimental methods for measuring biological phenomena and
high‐precision analysis methods is absolutely required the increase.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a modeling and simulation system for biological reaction networks. The system
simultaneously perform an integrated modeling of various responses occurring inside cells, ranging
from genomes to gene expressions and signaling processes and computer simulations based on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In addition, its plug‐in‐based modular design framework allows
various functional expansions. A researcher may perform the integrated modeling and information
management of the regulation mechanisms from genome information to signaling networks through
the software. Moreover, it can be utilized as a tool capable of analyzing the interactions between
regulation mechanisms as well as the understanding of the regulation mechanisms using computer
simulations in the future.
Keywords: Systems Biology, Simulation, Biological Network, Signal Transduc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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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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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단백질 및 유전자 네트워크를 분
석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로서 생물학적 반응

유전자 및 단백질의 기능과 기작(Mechanism)

네트워크에 대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을 밝혀내는 것은 생명과학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설계하고 구현한다. Eclipse RCP 기반의 소프트웨

연구이다. 특히, 인간 유전체 해독으로 인해 유전자

어를 설계하고, 생물학적 반응에 대한 시뮬레이션

정보가 밝혀지면서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의 수행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동적인 모델링 기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이러한 과정이 생명 현상에

능 및 전산 모사 결과 가시화 기능뿐만 아니라 미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시스템 생물학

생물 대상 유전체 지도 가시화 기능을 제공한다. 이

(Systems Biology) 관점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

를 통해 제안하는 생물학적 반응네트워크에 대한

행되고 있다. 시스템 생물학은 세포 내의 생명 현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직관적인 인터페이

을 조각난 부분의 신호전달 네트워크 분석에서 세

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

포 전체의 생물학적 조절기작의 수준으로 확대하여

대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기능 확장을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인자 질

보장하기 위해서 플러그인 기반의 설계를 적용하여

병과 같이 복잡한 조절기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

확장 기능 모듈을 추가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와줄 수 있는 학문 분야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기

다[1,2,3].

존에 제안된 기존에 제안된 세포 내의 물질 반응에

유전체, 단백체, 대사체에 대한 연구는 물론 이들

대한 모델링 및 전산모사도구에 대해 분석한다. 제

간의 전체적인 조절기작을 이해하기 위한 세포 내

3장에서는 제안하는 생물학적 반응 네트워크에 대

의 다양한 단백질-단백질, 단백질-유전자간의 네

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기

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마

술한다. 제4장에서는 제안하는 소프트웨어의 구현

련되고 있다. 이제 단순한 세포내의 단일 물질에 대

환경에 대한 설명과 구현 결과 및 시스템 동작 실

한 연구가 아니라 단백질 네트워크의 모듈 기능을

험 결과를 보이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과

연구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기존의 실험을 중심으

향후 연구를 기술한다.

로 진행되었던 생명현상의 연구가 대상이 되는 생
명현상의 모델링과 이를 검증하는 실험을 연계하
여, 보다 효율적이고 축적 가능한 지식으로 활용하

2. 관련 연구

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이 도래하게 된 것이다
[4]. 이러한 관점에서 세포 내 유전자와 단백질의

현재 생물정보학 분야의 수요 증가가 현실화되고

네트워크 모델링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전산모사분

있으며[5], I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생물정보 분석

야는 향후 생물학분야 연구의 핵심적인 요소이고,

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

이에 따라 세포 내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단백

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생물정보학 분야의 기

질 및 유전자 네트워크 분석용 프레임워크 개발에

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 연구에 활용하는

대한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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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많은 생물정보 분석 시스템 및 프로그램은 분석

아니라, Systems biology workbench(SBW) 규약을

수행을 위해, 분석 명령어 입력이나 프로그램 코드

따르는 타 모듈(Python 등)에서 활용되는 것이 가

작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IT 기반 지

능하다. JDesigner는 모델링된 생화학 네트워크의

식이 부족한 생물학 연구자의 활발한 연구 수행을

시뮬레이션을 위해, 외부 시뮬레이션 서버(Jarnac)

저해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IT 기반 지식

과의 연동을 지원한다.

이 부족한 생물학 연구자들이 직관적인 세포 모델링
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수행하는
편의성을 고려한 전사 모사 도구가 연구 및 개발되
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연구로서, E-cell[6]은 서열 분
석이 완료된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세포 내의 모
든 대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체 세포 모델을 구축
할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초기에는 유전체 분석이
완료된 Mycoplasma genitalium의 세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재는 고등 생물의 다양한 세포를 모델

[그림 1] JDesigner의 실행 화면

링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E-cell은 객체 지
향적 시스템으로써 시뮬레이션 모델은 물질, 반응,
시스템의 3가지 기본적인 객체 클래스로 구축이 이
루어진다. 물질은 상태 변수들을 의미하고, 반응은
상태 변수들 사이의 작용을 나타내며, 시스템은 다
른 객체들을 포함하고 있는 논리적 또는 물리적 구
획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다른 시간 척도와 다른 추
상화 레벨을 갖고 있는 다양한 세포 모델들이 각각
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알고리즘에 따라 시뮬레이션
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좀 더 실제와 가까운 시뮬레
이션을 위해 하나의 시뮬레이션 안에서 다양한 알고
리즘을 실행하는 다중-알고리즘 시뮬레이션을 지
원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로서, JDesigner[7]는 시스
템 생물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도구로
써 GUI 기반의 모델링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생화학
네트워크를 모델링 및 모델링 된 그래프를 SBML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뿐만

Virtual Cell[8]은 사용자가 세포 구조, 분자, 반응
변수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Modeling

Language를 사용하여 생화학 반응을 상미분방정식
또는 편미분방정식의 수학적 시스템으로 자동적으
로 변환해준다. 다양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생물학 모델 및 데이터도 Virtual Cell을 이용한 분
석이 가능하다. 생리학적 모델 구성을 위한 입력 데
이터로는 분자(유전자, 단백질, 화학물질, ATP 등),
반응(효소 동역학, 수용체 결합, 세포막 유동 등),
구조(소포체, 세포기질 등)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용된다. Virtual Cell을 통해 시간, 민
감도, 정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
경세포의 기하학 이미지와 함께 분자의 발현 농도
차이를 색의 변화로 관찰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
과, 시간과 위치에 따른 농도 변화를 표나 이미지로
얻을 수 있는데, 실험 데이터의 포맷과 같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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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Cell[8]은 사용자가 세포 구조, 분자, 반응
변수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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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세포 내에서의 대사 흐름을 분

Modeling

석할 수 있다. 기존에 대사 흐름을 분석하기 위한 프

Language를 사용하여 생화학 반응을 상미분방정식

로그램이 존재하였지만 제한적인 측면이 많고, 대사

또는 편미분방정식의 수학적 시스템으로 자동적으

흐름을 시각화할 수 없다는 단점으로 인해 이를 보

로 변환해준다. 다양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완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MetaFluxNet은

생물학 모델 및 데이터도 Virtual Cell을 이용한 분

Metabolic Flux 분석 및 비교, 반응 경로와 Flux

석이 가능하다. 생리학적 모델 구성을 위한 입력 데

Distribution의 시각화로 컴퓨터상에서의 시뮬레이

이터로는 분자(유전자, 단백질, 화학물질, ATP 등),

션도 가능하다. 또한, 최적의 대사흐름분포에서 다

반응(효소 동역학, 수용체 결합, 세포막 유동 등),

양한 배양 상태에 따른 유전자의 추가 및 결실의 영

구조(소포체, 세포기질 등)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향 시뮬레이션을 지원한다. WebCell은 Web에 기반

데이터들이 이용된다. Virtual Cell을 통해 시간, 민

한 세포 네트워크의 동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이

감도, 정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량적 및 정성적 분

경세포의 기하학 이미지와 함께 분자의 발현 농도

석을 위한 통합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이 소프트웨

차이를 색의 변화로 관찰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

어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연구

과, 시간과 위치에 따른 농도 변화를 표나 이미지로

자들과 정보 공유 및 교환이 가능하다.

얻을 수 있는데, 실험 데이터의 포맷과 같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그림 3] MetaFluxNet의 실행 화면

[그림 2] Virtual Cell의 실행 화면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MetaFluxNet[9]과
WebCell[10]]이 있다. MetaFluxNet은 복잡한 생
물학적 기능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대사 네트
워크의 분석에 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써, 유기
체의 생화학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가상세포 시스템

[그림 4] WebCell의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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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Designer[11]는 모델링에 많이 사용되고 있

지를 감소시키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므로 이를 고

는 도구로써 다양한 세포내의 물질반응을 모델링 할

려하여 편리한 사용자 환경과 모델 구성 및 확장의

수 있다. 특히 단백질의 특징을 분류하여 모델링 할

용이성을 가진 세포내의 물질반응에 대한 모델링과

수 있어서 신호 전달 과정 등의 조절 기작에 대한 모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

델링에 적합하다. 또한, 세포 내의 물질반응을
SBML형태로 기술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통합해

놓은

Systems

biology

3. 제안하는 생물학적 반응 네트워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

workbench(SBW)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도구의 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보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한 기존 연구들의 문제
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생물학적 반응 네트워크 모델

인다.

링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제
안하는 시스템은 기존 연구에서 지니는 한계와 달리
연구자의 편의성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
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본 시스템은 OSGi 규약의 확
장형 플러그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다양한
가시화 기능과 데이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능의
추가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그림 5] CellDesigner의 실행 화면

3.1 제안하는 시스템 구성도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많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생물학적 반응 네트워크

은 활용 빈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IT 도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유전체에서 유전자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를 위한 도구 개발 및

발현 및 신호 전달과정에 이르는 다양한 세포 내의

제공에 있어서 사용법이 불편하고, 모델 구현과 기

반응을 통합적으로 모델링하고 상미분방정식의 도

존 모델 도입의 어려운 도구는 만드는 것은 자연히

출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시뮬레이션을 기능을 동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시에 제공한다. 그림 6는 제안하는 생물학적 반응

에서 개발된 Virtual Cell이 일본에서 만든 E-cell보

네트워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성도를 나

다 나중에 만들어 졌지만 더 높은 활용 빈도를 보이

타낸다. 제안하는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특징은 세

는 이유도 편리한 사용자 환경과 모델 구성 및 확장

포 내의 다양한 반응의 모델링 기능 및 시뮬레이션

의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KAIST의 모델표현 언

기능을 동시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활용

어(MFAML)과 같이 독자적인 표현 언어로 인해 다

과 프로그래밍에 능숙하지 못한 생물학 연구자들의

른 도구와의 연계 및 통용이 불가능하고 연구 시너

활용성을 고려한 설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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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도록 생물학적 데이터 관리자를 제공하
여 SBML(Systems Biology Markup Language) 등
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외부 생물학적 데이터를 탑
재하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의 기반 정보로 활용한
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의 사용 및 프로그래밍에
능숙하지 못한 생명 과학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
해, 데이터 모듈 및 그래픽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그림 6] CellDesigner의 실행 화면

하는 GUI기반의 생물학적 반응 네트워크 모델링 모
듈을 구현하여, 다양한 형태의 유전체 정보를 가시

제안하는 시스템은 크게 생물학적 반응 네트워크

화하고 연구자의 반응 네트워크를 손쉽게 설계할 수

구성을 위해 필수적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 된 생물학

의 직관적인 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그래픽 프레임

적 반응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상미분방정식기

워크, 이를 기반으로 구성되는 모델링/가시화 모듈

반 시뮬레이션 모듈을 중점적으로 설계하여 기존의

및 사용자 데이터 관리 모듈과 세포 내의 반응 모델

반응 네트워크에 대한 자동화된 처리를 통해 수학

링을 상미분방정식으로 변환하여 결과를 도출하기

모델을 생성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위한 시뮬레이션 모듈로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외

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자신이 필요한 세포 내의

부 데이터를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에 활용하기 위한

조절기작에 대한 직관적인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이

생물학적 데이터 관리자가 존재한다.

가능하다.

그래픽 프레임워크는 직관적인 모델링을 지원하
기 위해 필수 요소인 그래픽 처리 엔진을 구현하기

3.2 제안하는 시스템의 주요 모듈 구성 및 기능

위해 Draw2D 와 Eclipse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
Graphical Editing Framework(GEF)를 활용하였다.

(1) 생물학적 반응 네트워크 모델링 모듈

그래픽 프레임워크는 클라이언트 GUI 모듈을 통해,

제안하는 시스템은 세포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 입력 및 모델링 생성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생물학적 반응을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위저드 윈도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포 내의 다

특히,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유전자, 단백질, 화합물,

양한 물질들의 가시화한다. 더불어, 유전체 지도 가

복합체 정보를 사용자 데이터 모듈에서 직접 드래그

시화 모듈을 통해 미생물 대상 유전체 지도 가시화

앤 드롭(Drag and Drop) 방식으로 모델링 캔버스에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 데이터 관리 모듈은 연구

삽입하여 모델링 하는 것이 가능하며, 입력된 노드

자들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생물 정보를 스스로

의 정보는 손쉽게 편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정의하여 계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폴더 단위의

시뮬레이션 시에 필요한 물질의 초기 농도(량)값을

자료를 관리하며, 생물 정보에 관련된 다양한 모델

입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모델링

을 설계 및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를

하는 물질 반응이 일련의 반응 과정을 거치는 경우
를 대비하여 여러 노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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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의 연결은 생물학적 화학 반응의 반응속도 정보

아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특정 생명

를 입력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재정의 가능하고, 연

체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수행할 경

결 대상을 간단한 마우스 동작으로 변경할 수 있도

우, 유전체에 대한 폴더를 생성하고 여기에 각 유전

록 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생물학적 반응 네트워크

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외부 웹서비스

모델링 내용은 프로젝트내의 모델링 정보로 저장되

연동 모듈을 통해 수집된 유전체 정보도 이 폴더에

며, 향후, 다양한 시뮬레이션에 활용되는 것이 가능

저장되어 관리된다. 또한, 사용자가 생성한 세포 반

하다.

응 모델링 객체 안에 해당 모델의 각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저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직관적

(2) 데이터 로드 및 외부 웹서비스 연동 모듈

으로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떠한 네트워크 모델

연구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 정보뿐만 아니라,

링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

현재 보고되고 있는 다양한 유전체, 단백체 정보의

며, 각 반응 속도 변수를 변화시키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기 위해, 본 시스템에서는 외부 데이터베이스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NCBI
등의 연구기관에서 배포하는 유전체, 단백체 정보를

(3) 사용자 데이터 관리 모듈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뷰에서 이용할

제안하는 소프트웨어는 계층적인 자료 관리 기능

수 있으며, 모델링 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1

을 제공하며, 폴더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모

은 제안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연동 가능한 외부 데이

아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특정 생명

터베이스를 나타낸다. 특히, 최근에 많이 보고되는

체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수행할 경

세포 내의 생물학적 신호 전달 경로 정보를 데이터

우, 유전체에 대한 폴더를 생성하고 여기에 각 유전

베이스화 한 BioModel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웹서

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외부 웹서비스

비시스로 연동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연동 모듈을 통해 수집된 유전체 정보도 이 폴더에

통해, 연구자가 관심 있는 신호 전달 경로의 모델링

저장되어 관리된다. 또한, 사용자가 생성한 세포 반

과 시뮬레이션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응 모델링 객체 안에 해당 모델의 각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저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직관적

표 1. 외부 연동 데이터베이스

으로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떠한 네트워크 모델
링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
며, 각 반응 속도 변수를 변화시키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4) 상미분방정식 기반 시뮬레이션 모듈
(3) 사용자 데이터 관리 모듈

연구자가 생물학적 반응 네트워크 모델링 모듈을

제안하는 소프트웨어는 계층적인 자료 관리 기능

기반으로 생성한 세포반응 모델링 내용을 활용하여

을 제공하며, 폴더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모

상미분방정식(ODE)기반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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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능하다. 제안하는 소프트웨어는 시뮬레이션

보여준다. 연구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저드(Wizard) 다이

위해서 드래그-드롭 방식의 간편한 생물학적 반응

얼로그 방식으로 해당 전산모사의 조건을 입력할 수

네트워크 모델링 기능, 위저드(Wizard) 다이얼로그

있다. 연구자가 특정 세포반응 모델링 객체를 선택

를 활용한 데이터 입출력 기능, 시뮬레이션 결과의

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 설정한 조건에 의해

가시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직관적인 인터

반응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이 수행되며, 그 결과는

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편리함을 극대화하였다.

그래프 형태의 시계열 데이터로 제공된다. 이를 통

그림 7의 (1)은 프로젝트 관리 뷰로 생성 된 프로

해, 연구자는 해당 생물학적 반응 네트워크가 어떻

젝트 리스트와 등록된 유전자, 화합물, 모델링 및 시

게 조절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뮬레이션 내용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2)는 생
물학적 반응 네트워크에 대한 실제 모델링이 수행되

4.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현

는 캔버스이다. 사용자는 세포 내의 물질을 좌측의
구성 요소 뷰로부터 Drag-Drop 방식을 이용하여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현 환경과 구
현 결과 및 예제를 기술한다.

캔버스 내에 위치시키고, 각 요소를 가역 혹은 비가
역 반응 도구로 연결을 형성하여 네트워크를 구축을
완료한다. 연구자는 모델링을 통해 직관적으로 모델

4.1 구현 및 동작 환경

링 된 생물학적 반응 네트워크의 조절기작을 이해하
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가 생성한 모델링 정

제안하는 생물학적 반응네트워크에 대한 모델링

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반복적인 분석 및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Eclipse RCP[12]를 기반으

저장 기능을 제공한다. (3)의 모델링 아웃 라인 뷰

로 구현하였다. 또한, 드래그-드롭(Drag and Drop)

는 생물학적 반응 네트워크의 모델링 객체들의 정보

방식의 편의성을 갖춘 네트워크 모델링 기능을 제공

를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며, (4)는 전체적인 모델

하기

Editing

링 화면을 축약하여 요약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규

Framework)[13]를 이용하여 개발하였고, 프로젝

모의 모델링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트의

도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직관적인 모델링이 가능하

위해,

효율적인

GEF(Graphical

관리를

위해

Edgewall

Trac

0.12[14] 기반의 프로젝트 페이지를 구축하여 소프
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제안하는

게 함으로서, 모델링 과정의 편리성을 높였다.

소프트웨어는

Windows 7 플랫폼 환경에서 구동 테스트를 진행하
였다.

4.2 구현 결과 및 예제

그림 7은 제안하는 생물학적 반응네트워크에 대
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화면 구성도를

[그림 7] 제안하는 시스템 화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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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데이터로드 및 웹서비스 연동 모듈을 통

계열 분석 그래프를 제공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해 SBML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BioModel DB로부

생물학적 반응 네트워크 모델링 모듈을 기반으로 생

터 데이터 로드를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성한 세포반응 모델링 내용을 활용하여 상미분방정

8-(a)와 같이 사용자가 데이터 불러오기를 요청할

식(ODE)기반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연구자는

경우, 데이터 연동 위저드가 수행된다. 데이터 연동

그래프를 통해 직관적으로 모델링 된 생물학적 반응

위저드는 EBI, NCBI 등의 연구 기관과의 웹서비스

네트워크의 조절기작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연동을 수행하고, 연동이 수행될 경우 참조 가능한

한, 사용자가 생성한 모델링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

데이터 목록을 출력한다. 연구자는 데이터 연동 위

한 조건에서의 반복적 분석 및 저장 기능을 제공한

저드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할 경우, 그림

다.

8-(b)와 같이 사용자 데이터 모듈에 탑재되는 한
편, 이를 향후 모델링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9.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프

4.3 기존 시스템과의 기능 비교 평가
(a) 데이터 연동 위저드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생물학적 반응네트워크에
대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과
의 기능 비교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시스템의 우수
성을 기술한다. 표 2는 제안하는 시스템과 기존에
개발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의 유/무를 보여준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세포 내의 모든 객체에 대한
(b) 데이터 연동 결과
그림 8. 데이터로드 및 웹서비스 연동 모듈

모델링을 비롯한 선진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대
부분의 모델링을 지원하며, 이에 따른 시뮬레이션

그림 9는 시뮬레이션 뷰로서 앞서 구성된 생물학

및 결과 가시화가 가능하다. 특히, 기존의 선진 시스

적 반응 네트워크 모델과 입력된 반응속도 데이터를

템에서 제공하지 않은 유전체 정보 가시화 기능과

바탕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 후의 결과물인 시

화합물 정보를 활용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개발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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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스템으로서는 기존 선진 시스템과 비교하여 수

록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플러그인 개발 시, 제안하는

준 높은 기능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외부

시스템의 데이터 모델을 공유함으로써 가능하며 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자료 저장과 Stochastic 분

용자 GUI 환경에서도 추가 기능에 대한 사용이 용

석 등의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며, 대규모의 시뮬레

이하도록 하였다.

이션을 원하는 연구자를 위해 개인 단위에서 수행되
던 시뮬레이션 및 분석 기능을 대규모의 서버 및 클

5. 결론 및 향후 연구

러스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할 예정이
본 논문에서는 기존 세포내의 물질반응에 대한

다.

분석을 위해 생물학적 반응네트워크에 대한 모델링
[표 1] 기존 소프트웨어와의 기능 비교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Eclipse RCP를 기반으로 하여 생물학적 반응 네트
워크 모델링, 물질 반응 네트워크 가시화, 생물학적
반응 전산 모사 기술로 구성하였다. 생물학적 반응
네트워크 모델링은 그래프 기반의 반응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전체 지도 가시화와 전
산 모사 결과의 가시화 및 다양한 수치해석 모델에
의한 분석 및 저장 기능을 제공한다. 제안하는 시스
템은 세포내의 조절기작에 대한 모델링 및 전산모사
를 직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생물학 분야의 연구를 더욱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 및 구현으로
는 데이터 저장을 위한 내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4.4 제안하는 시스템의 확장성

및 서버 연동과 추가적인 시뮬레이션 기법 및 대규
모의 서버 및 클러스터 시뮬레이션을 연계하는 것이

제안하는 시스템은 Eclipse RCP기반의 생물학적

다.

반응에 대한 분석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특
히, OSGi 규약의 확장형 플러그인 시스템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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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공학부 석사과정

(이학석사)

관심분야 : 데이터베이스 시스

2009년 - 현재 충북대학교 정

템, 무선 센서 네트워크, 바이오인포매틱스 등

보통신공학부 박사과정
관심분야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바이오인포매틱

안민제

스, 시스템 생물학 등

2012년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
학부 (공학사)

유 재 수(교신저자)

2012년 - 현재 충북대학교 정

1989년 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보통신공학부 석사과정

(공학사)

관심분야 : 데이터베이스 시스

2007년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템, 무선 센서 네트워크, 차세대 웹, 바이오인포매틱

(공학석사)

스등

2011년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공학박사)

류은경

1995년 - 1996년 목포대학교 전산통계학과 (전임강사)

2012년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

1996년 - 현재 충북대학교 전자정보대학 정보통신공학

학부 (공학사)

부 및 충북BIT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단 교수.

2012년 - 현재 충북대학교 정

관심분야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정보검색, 센서 네트워

보통신공학부 석사과정

크 및 RFID,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분산 객체 컴퓨

관심분야 : 데이터베이스 시스

팅, 바이오인포메틱스 등

템, 무선 센서 네트워크, 바이오인포매틱스 등

E-mail : yjs@chungbu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