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획(Ⅰ)

26 … NICE, 제24권 제1호, 2006

시스템 레벨 접근의 필요성
21세기로들어서면서유전체해독프로젝트의활발

한 진행을 비롯하여 생명체의 이해를 위한 연구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의약품을 비롯한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생명공학 관련 기술

의중요성이급격히증가하고있고, 이를통한제품들

의활용규모또한급격하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기존의생명공학적인접근방법만을통해서는,

축적된 데이터의 규모나 활용성 측면에서 요구를 만

족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상당부분 존재하게 된다. 이

와같은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 대규모로축적된데

이터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시스템 레벨에서의 접근이 중요하게 되었다. 유전

체, 전사체, 단백체 및 흐름체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생명체의 행동을 모사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통해,

특징을이해할수있도록함으로써, 시간과비용의절

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스템

레벨에서의 생물체 연구를 수행하는 시스템 생물학

연구의필요성이대두된다하겠다.

시스템 생물학 연구현황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생물체는유전체, 전사체,

단백체, 생화학반응 등이 복잡한 네트워크로 연결되

어 있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생명체의 특

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복잡한 네트

워크의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효과

적으로 연계하여 상호작용과 같은 특성을 분석하는

절차가필수적으로요구된다.

1. 유전체분석(genome analysis)

유전체(genome)는 생명체로 하여금 주변 환경 인

자의 변화에 따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 정

보를 담고 있다. 최근 기술의 발전을 통해, 대규모 유

전체서열정보를고속으로해독해낼수있는다양한

시스템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1995년에 최초로

미생물의 유전체 염기서열 해독에 성공한 이후, 현재

까지 1,700종이 넘는 생명체에 대한 유전체 염기서열

이이미해독되었거나, 해독프로젝트가진행중인것

으로 공개되어 있다. 현재까지 유전체 정보가 밝혀지

지 않은 생물체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해독

된 유전체 정보의 양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유전체는전사체, 단백체및흐름체등의해석을위

해필요한기본적인정보를유추해낼수있는기본적

인단계에속하기때문에, 이를바탕으로한연계분석

을통해생명체의현상을이해할수있을것으로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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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용물질 생산 균주인 맨하이미아균의 유전자 분
포 지도[Nat. Biotechnol. 2222, 127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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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미국내에서도, 여러그룹에서유전체서열해

독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으며, 이를통해산업적으로

유용하거나 의약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의 생산

에관련된연구가본격적으로진행되고있다[그림1].

부가적으로,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여 세포에 대한

대사회로(metabolic pathway)를 구축함으로써 생명

체에대한이해에도움이된다. 축적된유전체정보들

을비교분석함으로써, 진화적인특성또는대사상관

관계등의파악에도유리하게작용할수있다.

2. 전사체분석(transcriptome analysis)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 만들어지는 mRNA는 생명

체 주변의 환경변화 또는 생명체의 종류에 따라서 그

발현량이현격하게변화하는특징을지니고있다. 직접

적으로연관관계를단정지을수는없으나, mRNA의

발현량은 궁극적으로 생물체 세포의 상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mRNA 변화량을 측

정하고 분석함으로써, 생명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DNA microarray의 개발 이전에

는, 유전자의발현의측정을위해많은시간이소요되

는 northern blot과 같은 방법이 사용되었다. DNA

microarray 기술을활용하게됨으로써, 유전자발현프

로필을보다빠른속도로얻을수있게되었다[그림2]. 

이를 통해, 전사체 분석은 식품과학으로부터 질병

의 진단과 같은 의학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

명과학분야에활용되고있다. 전사체분석을통해, 세

포내 조절 기작과 대사회로간의 새로운 상관관계를

밝혀낼수있으며, 새로운공정의설계전략을수립하

는데유용하게사용될수있을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사체 분석에는 DNA chip에서 활용

하는 hybridization array, 세이지(SAGE：Serial

Analysis of Gene Expression)와같은다양한기법들

이있으며, 전세계적으로널리이용되고있다. 

3. 단백체분석(proteome analysis)

단백체의 분석은 단백질의 기능 및 구조적 정보를

활용하여,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 기작을 규명하고, 유

전체상에서의단백질의보완역할을찾는것을목적으

로수행된다. 단백체연구를수행하는데에있어서중

요한부분을차지하는것은질병을일으키는단백질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단백질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

는것이다. 이와함께, 2D-PAGE 등을통한단백질의

분리에 앞서 일차적으로 단백질의 혼합물에서 단백질

을구분해내는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그림3].

시스템생물학연구에있어서단백체분석은중요한

부분을차지한다. 이는세포의행동기작은mRNA 보

다는 단백질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향을 받기 때문

그림 2. cDNA Microarray를 이용한 mRNA 발현 분석.
그림 3. 단백체 분석을 통한 단백질 동정[Biotechnol.
Bioeng. 8811, 75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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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단백체의분석을통해서로다른환경에서단백

질 발현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량적으로 측정

하고, 수많은단백질의존재를직접모니터링할수있

다. 미생물의 단백체 분석을 통해 생산물의 생산성과

수율을높일수있는공학적전략을수립하는데있어

서, 단백체정보의분석은매우중요한정보를제공해

줄수있다.

주로미국과일본을중심으로한세계각국의경우,

여러 기관에서 단백체 연구를 위한 활발한 투자를 하

고있으며, 유전체해석과결부한프로젝트를통해단

백체연구를수행하고있다. 국내의경우는아직시작

단계로, 일부 기업들과 연구소 차원에서 단백체 연구

개발을수행하고있다. 

4. 흐름체분석(fluxome analysis)

대사흐름분석(metabolic flux analysis)은대사회로

상에 존재하는 대사물질들에 관련된 물질 수지식에

근거한 분석 기법이다. 대사흐름분석의 목적은 미생

물을 포함한 생명체의 대사회로 상에 있어서 전체 대

사흐름을정량적으로표현하고자하는데에있다. 이

를 위해 생화학 반응식을 stoichiometric equation을

이용하여 기술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대사흐름

분석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대사 네트워크 지도에

대응된다. 

이와같은대사흐름패턴의분석을통해유전자조

작에따른결과를예측하고, 새로운유전자조작목표

의설정이가능하기때문에, 전사체, 단백체분석결과

와의 통합 분석을 통해 세포의 기능 분석을 비롯한

missing link의해결등이가능하게된다.

일반적인 대사흐름분석에서 확장하여 특정 대사흐

름의 변화가 다른 대사흐름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

는 역대사흐름분석(inverse metabolic flux analysis)

을 수행할 수 있으며, 대사회로 상의 효소, 대사흐름

및대사산물농도의상관관계를분석하는대사조절분

석(metabolic control analysis) 기술을활용하여전체

대사흐름에서중심적인역할을수행하는요소를찾아

낼 수 있다. 이로부터, 특정 대사회로의 조작 또는 효

소의 도입을 통해 발생하는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개

선할수있으므로, 경제적측면에서상당한이득을볼

수 있다. 즉, 수학적 모델에 기반을 둔 가상실험을 통

해 보다 효과적인 생명공학실험이 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대사흐름분석 기술을 활용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룹에서 수행되고 있다. 특히, 유전

체 정보로부터 생물체의 대사회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대사흐름분석 연구에 적용하는 연구 전략이 최

근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다 정확한 대사흐름 분포의

확보를 위해 동위원소를 활용한 대사흐름 측정 연구

또한활발히수행되고있다. 13C 또는 14C 탄소동위

원소를 활용하여, 대사회로의 branch 지점에서의 대

사흐름 재분배를 측정하고, NMR이나 GC/MS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동위원소 실험 데이터의 수학적 해

석방법제시가가능하다[그림4].

대사흐름분석을 컴퓨터상에서 수행하기 위한 소프

트웨어는 몇 가지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그림 4. GC/MS를 이용한 대사물질의 분포 측정.

그림 5. 대사흐름분석 소프트웨어 MetaFluxNet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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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본연구실에서게놈수준에서의대사흐름의정

성적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MetaFluxNet이 개발된

바있다[그림5].

5. 동역학모델링및컴퓨터시뮬레이션

생명체대사네트워크의정량적모델링과시뮬레이

션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현재까지 이루어져왔다. 일

반적인 생물학 모델의 경우 동역학 모델 또는 정적모

델로 구성되게 되는데, 각각의 모델은 나름대로의 장

단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 네트워크의 시뮬

레이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동적

접근방식에기반을둔모델의경우대사반응시스템

의특성을찾아내는데있어서필수적인반면, 모델의

완전성을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가 부족한 것이 중요

한 단점이다. 이에 반해 정적 접근 방식에 기반을 둔

모델의경우, 대규모모델에대한접근에있어서보다

현실적인 접근 수단을 제공한다. 실제 현상을 가능한

준 정상상태로 가정하여 복잡한 동역학 모델을 정적

인 표현으로 가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델 단순화

에유리한접근방식이다. 

이와 같은 동역학 모델의 구축 및 시뮬레이션을 수

행함으로써 생물체 전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는

전세계적으로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그대표주자

격인 E-CELL의 경우 세포 내의 대사 관련 작용에

대한 모델링을 통하여, 컴퓨터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세포의 현상을 보다 가깝게 설명하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CELL은 초기에 M.

genitalium이라 하는 작은 미생물을 대상으로 모델을

구축하여 시뮬레이션을 하 으며, 세포 내 각 물질의

변화를 그래프로 상세히 표시하 다. 현재는 다양한

종류의 알고리즘과, 다중의 timescale을 가지는 시뮬

레이션시스템형태로구성되어있다[그림6].

CellDesigner와 같은 경우, 네트워크의 프로세스 도

면등을편집기와함께제공하며, 개발된모델은시스

템 생물학 연구를 위해 개발된 XML 언어인 SBML

(Systems Biology Markup Language) 형태로 저장

함으로써, 다른분석패키지상에연결하여사용할수

있도록개발되었다[그림7].

초기 E-CELL과 더불어 개발된 Virtual Cell의 경

우, 세포에 대한 디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

도록하여어느정도일반적인형태의세포에대한시

뮬레이션이가능하도록한것이특징이다. 

6. 축적된데이터의활용-데이터베이스및응용프로그램

게놈 프로젝트의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high throughput 기술들이 개발되고, 전산에 기반을

둔 생물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로부터

생산되는대량의정보를효과적으로축적하고활용하

기 위한 관리 시스템(데이터베이스 등)이 폭넓게 구

축되고있다.

게놈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생성된 서열 정보, 단백그림 6. E-CELL system의 상세 구조.

그림 7. CellDesigner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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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을 효과적으

로저장하고일반에게공개하고있는NCBI의 Entrez

와 GenBank 시스템은 시스템 생물학을 포함한 생물

학 분야 전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

이스 시스템이다. 이와 연계하여, 일본과 유럽에서도

유전체서열및관련정보의제공을위한웹사이트및

대규모 데이터베이스가 운 되고 있으며, 상호 데이

터의 호환성을 위해 SRS와 같은 통합시스템을 적용

하여사용자의편의성을증대시키는노력이이루어지

고있다.

현재는 서열 정보를 주로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하여, 자체적인연구목적에맞는특화된시

스템으로 발전해 가는 추세이다. 대사회로 관련 데이

터베이스의선두주자격인일본Kyoto 대학의KEGG

(Kyoto Encyclopedia of Genes and Genomes) 시스

템은 각 생물체에 대한 대사 네트워크 지도를 일일이

재구성하여 그림 형태로 제공하며, 각각의 네트워크

구성원소들에대해내부적으로구축한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서열정보, 관련 단백질 정보 및 외부 링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통합 사이트 형태로 발

전하 다[그림8].

최근 시스템 생물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전사체나

단백체연구를위한데이터베이

스 시스템과 이를 위한 응용프

로그램 및 웹사이트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EBI의

ArrayExpress는 851개 이상의

DNA chip 관련 실험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실험결과를

deposit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

공하고 있으며, Expasy의

Proteomics Server를 비롯한

단백체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새

로운 실험결과의 검증 및 확인

이가능한형태로발전하고있다.

향후 전망
현재다양한기술의활용을통해유전체, 전사체, 단

백체 및 흐름체 등의 데이터 확보 및 분석을 위한 연

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전자의 전사, 해석

및 화학 반응 관련된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복잡한 생물체 내부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앞에서 언급한 x-ome 데이터의 유기적인 결합

을통한새로운지식창출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따

라서이와같은실험데이터를바탕으로하여, 생물체

에대한컴퓨터모델을개발하고, 이를다양한조건에

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생물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중요하게되었다. 특히이와같은확보된데이터

의효과적은분석을통해, 생물체의복잡한조절기작

이해에도움을줄수있으며, 궁극적으로실제생명체

와 거의 유사한 행동을 보여주는 컴퓨터 생명체 모델

의개발이가능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그림 8. KEGG 웹사이트에서의 대사네트워크 정보 획득.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 시스템 생물학 연구개발

사업으로지원받았으며이에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