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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백질 구조로부터 단백질사이의 기능 계를 유추하는 일은 생명정보학에 있어서 요한 연구과제이

다. 여기서, 단백질 1차 구조로부터 단백질 기능 계의 측이 용이한 진화 으로 가까운 종간에는, 아

미노산 서열을 비교하여 결과를 획득하고, 진화 으로 먼 종간에는 단백질 3차 구조  표면구조를 종

합 으로 활용함으로써, 단백질간의 기능 계를 보다 효율 이고 정확하게 측할 수 있음을 보인다.

1. 서론1)

   단백질 구조로부터 단백질 기능을 측하고자 하

는 연구는 생명정보학에 있어서 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여기서 단백질 구조라면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  수 있다. 단백질 서열, 3차원 단백질 구조와 단

백질 표면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단백질 서열로부터 

단백질 기능을 측하고자 하는 시도는, 풍부한 서열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고안되어, 활

발히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진화 으로 거리가 먼 종

간에는 서열 유사도가 매우 낮아서 그들로부터 상동

성을 측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한 시도로서 단

백질 3차원 구조로부터 단백질 기능 계를 유추하

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완 한 측이 불가능한 것으로 명되어 단백질 표

면으로부터 직  기능 계를 유추하고자 하는 연구

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단백질

사이의 기능 계를 유추하고자 할 때, 단백질 구조의 

특성을 종합 으로 고려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정확

이 논문은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연구중심

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한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2. 련연구

   단백질 서열에 따라서 상동성을 결정하고 상동성

에의해서 단백질의 기능을 유추하는 일은 생명정보

학에 있어서 기본 이 패러다임이다. 하지만 단백질 

서열 유사도가 40% 아래로 떨어지면 단백질사이의 

기능 측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1]. 이때 

서열비교를 해 사용하는 표 인 도구가 

BLAST[2]이다. 이는 휴리스틱(heuristic)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매우 효율 이고 빠른 반면에 서열유사도

가 작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3, 4, 5, 6].

   이에 한 해결책으로서, 서열 유사도가 높지 않

은 경우라도 단백질 3차 구조의 비교로 단백질 기능

계를 식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 졌다[7]. 3차 

구조에서 구조와 구조간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유명

한 도구로는 VAST(Vector Alignment Search 

Tool)[8, 9]가 있는데 서열비교에 의해 탐지되지 않

는 거리가 먼 상동성을 지닌 단백질을 빠른 시간에 

찾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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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근방식은 단백질 기능이 은 수의 

단백질 잔기 속에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결과를 얻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단백질 구조에서 

유사한 폴드(fold)나 서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 히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

다[10]. 한 단백질 상호간 분명한 기능  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서열의 유사도와

는 련성이 없는 경우가 밝 졌다[11].

   이런 문제로 인하여, 단백질의 상호작용이 직

으로 일어나는 단백질 표면으로부터 기능 계를 탐

지하려는 연구들이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Hou등[12]은 (그림 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단

백질 폴드공간에서 α, β, α/β, α+β 클래스로 나 어서 

범 에 걸친 단백질 구조 분포를 조사하 다.

(그림 1) 단백질 폴드 공간의 3차원표현

   

   Schmitt등[13]은 단백질 서열이나 폴드상동성과는 

독립 으로 단백질 사이의 기능  계를 탐지하기 

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 다. (그림 2)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두 활성사이트(binding site)의 매칭정도

를 측정하여 수를 매기는 안을 고안하 다. 각각의 

활성사이트에 있는 모든 원자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

고, 움푹한 구멍(cavity)을 정의하는 수도센터

(pseudocenter)를 설정하여 단백질의 특정모양을 비

교하 다. 활성사이트안에 있는 하 그룹 BI와 BII는 

클릭 알고리즘(clique algorithm)에 의해 탐지되었다

(그림 2) 두 활성 파킷(binding pocket)의 

매칭(matching)과 스코어링(scoring)

   BinKowski등[14]은 단백질표면의 활성사이트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서열과 공간  패턴을 탐지하여 

단백질 기능 계를 유추하는 새로운 근방법을 설

명하 다. (그림 3)에서 두 단백질에서 활성사이트를 

비교하면 서열 유사도(sequence identity)가 51%에 

이르지만 단백질 체서열 비교에서는 16%의 유사

도를 갖는 것을 확인하 다. 한 pvSOAR 로그램

을 사용하여 단백질표면의 유사도를 구조 으로 측

정하 다.

(그림 3) 두 단백질의 활성사이트의 

서열비교

3. 제안한 방법

   지 까지 살펴본 련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방법을 제안한다. 이제 비교하고자 하는 새로운 

단백질 A가 있고 데이터베이스에는 수많은 N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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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단백질사이의 기능 계를 알고자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 어서 고려하고자 한다. 첫째, BLAST

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미노산서열(단백질서열) 유사도

가 40%이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여, 40%이

상이면 BLAST 로그램의 결과를 그 로 사용하거

나 는 성능이 더 좋은 서열비교 로그램을 사용

함으로써, 기능 계 추측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둘째, 만약 찾고자하는 단백질의 서열유사도가 

40%이하가 되면, (그림 4)에서처럼 네 개의 단백질 

폴드공간 에서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Hou등

[12]이 사용한 방법으로 알아낸다. 다음으로는 데이

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단백질을 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찾고자하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검

색함으로써 상당한 시간을 일 수 있다. 이때 

VAST나 는 그 외의 폴드상동성을 찾는 도구를 

사용하여, 단백질구조를 비교해서 기 치 이상의 유

사한 상동성을 가진 S개의 단백질을 추출한다. 이

게 얻은 단백질 S개 에서 단백질 A와 긴 한 기

능을 가진 단백질의 추출을 확실히 하기 해서, 획득

한 S개의단백질 표면의 활성사이트를 찾아서 단백질 

A의 활성사이트와 비교한다. 이때 단백질 A의 활성

사이트 조각(patch)과 획득한 S개 단백질의 활성사이

트 조각(patch)의 구조  유사성  서열 유사성을 

비교하여 기 치 이상의 값을 가진 단백질을  수 

높은 것부터 차례로 정렬한다.

(그림 4) 서열 유사도가 40%이하인 경우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탐색하여 획득하는 방법 

4. 결 론

   단백질 구조를 바탕으로 단백질사이에 기능 계

를 유추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

차원 단백질 구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서열의 상동

성에 의해서 단백질기능 계를 추측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진화 으로 거리가 먼 종들의 경우에 서열

유사도가 작아서 정확한 측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로 명되어졌다. 이로 인해서 3차원 단백질 구조

의 폴드의 상동성에 근거하여 단백질기능 계를 유

추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단백질 서열로는 기능

측을 명백히 밝힐 수 없는 경우에도 이 3차구조의 

비교가 성공 인 결과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경에도 완 히 모든 경우를 다 충족시킬 

수 없음이 입증되었고, 이제는 단백질 사이의 기능의 

직  상인 단백질표면의 구조  특징에 기반 하

여 단백질사이의 기능 계를 유추하고자 하는 노력

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보면, 진화 으로 거리가 가까운 종사이의 단백질 기

능 계를 유추하고자 할 때는 단백질 1차구조만으로

도 충분하므로, 단백질서열 유사도를 비교하는 도구

만으로도 빠르고 손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

나 서열유사도가 먼 종인경우는 1차구조만으로는 충

분치 않으므로, 단백질 3차 구조와 단백질표면의 구

조  서열을 종합 으로 고려함으로써  빠르고 정

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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