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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명체 내에서 기능 수행 시 각종 물질들이나 단백질들끼리 상호결합을 해야 한다. 이런 결합성을 결

정짓는 것들이 단백질의 3차원 구조이기 때문에 단백질 구조연구는 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단백질 

구조데이터  련된 구조정보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웹 환경에서 질의된 단백질과 유

사성 비교를 진행하여 그 결과  연 된 정보를 검색하여 체계 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단백질 구조

비교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을 구축하기 하여 공개용 단백질 구조데이터 장소인 Protein Data Bank의 랫 일

에서 필수 인 구조데이터정보만을 추출하여 여기에서 단백질의 하 구조 생성 알고리즘을 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한 질의는 하 구조처리 모듈을 통하여 하

구조를 생성하고 구조유사부분에 해 RMSD값이 계산되고 이와 연 된 구조정보의 검색이 진행 된 

후 체계 으로 출력화면에 보여 다. 제안 시스템은 단백질의 체 인 서열과 구조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서, 단백질 기능을 결정하는 핵심 역을 포함하는 표면을 효과 으로 비교함으로써 기존의 구조비

교 시스템보다 빠른 검색과 상세한 분석을 지원한다. 

 1. 서론

  Ͱ기능을 모르는 단백질 서열이 있을 때 그것과 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서열을 찾는 것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요한 첫 걸음이다. 종종 서열상에서의 유사성은 없지만 3

차 구조상에서의 유사성을 가진 단백질들이 발견되곤 한

다. 이는 단백질의 기능이 구조 으로 잘 보존된 특정한 

역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1] 서열의 잘 보존된 부

분의 유사성을 통해 단백질의 특정 부분의 기능을 측할 

수 있는 것처럼 구조의 부분 유사성 한 특정 부분의 기

능을 측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단백질의 기능을 

측할 수 있는 구조의 부분 유사성 비교시스템을 제안한다. 

 단백질 3차 구조 일인 PDB[2] 랫 일은 구조 데이

터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의 치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의 하 구조 생성 알고리즘[3][4][5]은 Cα원자와 Cβ원

자의 좌표정보만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백질의 하 구조비교에 필요한 데이터들만 추출

한다. 추출된 정보는 단백질 하 구조 처리 모듈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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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기반 매트릭스를 생성하여 하 구조비교 알고리즘에 

필요한 랫 일 포맷으로 장한다. 새로운 랫 일 포

맷은 하 구조비교에 필요한 단백질의 3차구조정보만 들

어있기 때문에 데이터 일을 읽는 속도를 많이 단축할 

수 있다. 이 단백질과 연 된 구조주석 정보는 우리가 설

계한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웹을 통

하여 송한 단백질 구조 혹 단백질 식별자 코드로 우리

가 제안한 하 구조 비교시스템[6]을 이용하여 하 구조 

비교가 진행된다. 질의 단백질과 데이터베이스 내 단백질

의 구조 을 매치되는 부분과 RMSD[7]값이 단백질의 주

석정보와 함께 사용자에게 보여 다. 우리 시스템은 검색 

속도가 빠르고 질의 단백질 구조와 연 된 단백질의 정보

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다. 단백질 기능에 한 구조 비

교를 실험을 통해 밝 내는 것은 실험해야할 상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우리 연구의 

단백질 하 구조 비교시스템으로 정확한 단백질의 기능 

후보들을 선별하기 낼 수 있다면 실험 시간과 비용을 획

기 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 한 단백질은 생물체 내의 

물질 사에 직  작용하므로 연구 결과를 신약개발이나 

생물의 생명 상을 밝히는데 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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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스템 설계

   그림 1에서 단백질 하 구조 비교시스템은 구조데이터 

랫 일, 단백질 유사구조 검색 질의 모듈, 단백질 하

구조 처리모듈, 단백질 하 구조 장 리 모듈  입출

력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있다. 하 구조 데이터베이스 구

축은 새로 배포된 PDB 엔트리들을 주기 으로 다운로드

하여 구조데이터를 추출하고 단백질 하 구조 처리 모듈

을 이용하여 새로운 랫 일형식에 맞추어 구조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한다. 다음 필요한 주석데이터는 주석정보데이

터베이스에 입력된다. 따라서 입출력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의 질의를 받아서 하 구조비교와 주석데이터검색을 진행

한 후 다시 웹을 통하여 보여 진다. 

(그림 1) 체 시스템 구성도

3. 하 구조 비교 시스템 

3.1 단백질 유사구조 검색 질의 처리 모듈

  단백질 유사구조 검색질의 처리모듈은 검색 질의어 빌

더와 구문 분석을 통해 단백질 3차 구조 데이터를 추출하

고 하 구조 처리 모듈에서 구조 질의를 처리하여 검색결

과를 보여 다. 이 모듈의 하  컴포 트들은 다음과 같

다. 검색 질의어 빌더는 단백질의 식별자 코드와 구조, 이

름 등 과 AND와 OR 연산자를 이용하여 검색 할 수 있

다. 질의 구문 분석은 검색 질의어로 들어온 구문을  분석

하여 PDB 랫 일을 추출한다. 구조 질의 처리는 질의 

구문분석을 통해 얻은 PDB 랫 일을 단백질 하 구조 

생성모듈로 이동하여 SQL을 이용하여 단백질 하 구조 

데이터베이스에 근한다. 검색 결과 라우징은 사용자의 

질의를 받아서 하 구조비교와 주석데이터검색을 진행한 

후 다시 웹을 통하여 결과를 보여 다.

3.2 단백질 하 구조 처리 모듈

  단백질 하 구조 처리 모듈은 구조질의처리 컴포 트와 

공개용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구조 일

에서 필요한 구조정보만 싱하여 하 구조를 정의하여 

거리기반 매트릭스를 구축하여 새로운 랫 일을 생성한

다. 새로운 랫 일에서 RMSD로 구조유사도를 비교한

다. 

3.2.1 구조 정보 서

 PDB 일로부터 활성 사이트를 포함하는 표면정보만을 

얻기 해 Rasmol을 이용하여 표면 아미노산 잔기들만을 

얻는다. 우리 시스템은 단백질 구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인 골격을 형성하는 Cα원자와 단백

질 기능을 결정하는 아미노산 곁사슬 Cβ의 좌표정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본 PDB 랫 일에서 하 구조검색에 

필요한 데이터들만 추출한다.

3.2.2 하 구조 생성

 추출된 Cα와 Cβ원자의 X, Y, Z 좌표 값과 잔기 서열번호

를 이용하여 임의로 추출한 3개의 잔기들을 Cα끼리 연결

하고 Cβ  끼리 연결하여 하 구조를 생성한다. 이 때 세 

개의 Cα원자 각 x,y,z 좌표를 하나의 으로 보고 삼각형

으로 표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추출하

고 Cα삼각형 각 변의 길이에 사용자가 threshold값을 주어 

표 할 수 있는 삼각형 수에 제한을 다. 생성된 하 구조 

정보를 이용하여 표 1처럼 새로운 랫 일을 생성한다.

<표 1> 하 구조 일 포맷 정의

3.2.3 거리기반 매트릭스

 하나의 하 구조인 삼각형 두 개에서 표 된 6개의 들

을 이용해 모든 거리를 구한다. 하 구조에서 계산될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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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α와 Cβ  원자의 모든 거리 값을 매트릭스형태로 생성

한다. 각 잔기들의 서로에 해 유사성을 기술하는 테이블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두 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들의 거리 (Euclidean Distance)는 Cα원자 좌표 x, y, z와 

그에 응하는 3개의 Cβ의 원자 좌표 x, y, z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  Cα원자와 이에 응하는 Cβ로 계산된 3개

의 거리는 부분 단백질에서 7.5Å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

에 거리기반 매트릭스에 포함하지 않는다. 거리기반 매트

릭스는 표 2처럼 12개의 거리를 구성한다. 

<표 2> 거리기반 하 구조 일 제

3.2.4 하 구조 비교처리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하 구조들과 Root Mean Square 

Distance를 이용하여 구조유사도 비교한다. RMSD는 들 

사이의 기하학  유사성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 인 방법으

로 들 사이의 1 1 비교를 필요로 한다. A의 들과 B의 

들 사이 거리의 평균을 더한 것의 평균값으로 정의된다.

3.3 단백질 하 구조 장 리 모듈

  단백질 하 구조 장 리 모듈은 공개용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구조 일은 하 구조처리 모듈

을 통해 생성된 하 구조 랫 일을 장하고 그에 필요

한 구조주석데이터는 주석정보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다. 

이 모듈의 하  컴포 트들은 다음과 같다. 하 구조 데이

터 장기는 단백질 하 구조 생성 모듈 통해 생성된 하

구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구조 주석 정보 

장기는 하  구조비교의 결과와 함께 비교된 단백질의 주

석정보도 장하여 인터페이스에 보여 으로써 단백질 구

조 유사 부분뿐만 아니라 주석정보에 해서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한다. 하 구조 데이터 자동 갱신기는 새로 

배포된 PDB 엔트리들을 주기 으로 다운로드하여 구조데

이터를 추출하고 새로운 랫 일형식에 맞추어 하 구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4. 결론

   이 논문에서 우리는 웹 기반으로 단백질의 3차구조를 

하 구조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새로운 구조가 이미 알

려진 임의의 구조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색한다. 따

라서 기존 단백질의 구조정보도 주석데이터베이스로 시스

템에 구축하여 련구조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 다. 

 이 시스템은 PDB로부터 단백질의 랫 일을 다운로드

하고  하 구조비교 로그램에 필수 인 Cα원자와 Cβ원자

의 정보를 데이터를 이용하여 거리기반 매트릭스로 새로

운 랫 일형태로 장한다. 그리고 기타 구조 련 필요

한 데이터는 주석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한다. 그리하여 구조

비교와 단백질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보다 빠르게 검색

되고 사용자가 검색할 때 구조 정보결과가 상세하게 보여 

질 수 있다. 향후연구로는 단백질 하 구조에서 매치되는 

부분을 시각 으로 보여 으로서 보다 직 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 이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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