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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생명 과학 분야에서 대부분의 연구는 생명 현상의 근본적인 기작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으로써, 이를 위해 다양한 실험을 통해 얻

어지는 오믹스 정보를 활용하여 생명 현상을 모델링하여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국내외 기반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나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며, 아직까지 대규모의 생물학적 반응 네트워크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다는 한계

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전체에서부터 유전자 발현 및 신호전달과정에 이르는 대규모의 세포내 반응을 통합적으로 모델링하고 이

를 대규모 컴퓨팅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단일 컴퓨팅 기반 분석 시스

템에서는 불가능했던 대규모의 생물학적 반응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이 슈퍼컴퓨팅자원에 기반을 두어 수행이 가능하므로, 높은 수

준의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Ⅰ. 서론
　

  질병의 발병 기작과 같이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세포 내부의 복잡한 단백질 신호전달 네트워크를 구성
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세포의 조절기작을 
이해하는 생물학적 반응 분석 연구가 필수적이다. 특히 가
상의 실험실인 e-Science 환경에서는 각 생명 현상에 대
한 신호전달경로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원
활하게 수행되어야 한다[1].
  생물학적 반응 분석 연구 분야는 미국의 Virtual 
Cell[2], 일본의 E-Cell[3], 유럽의 COPASI[4] 등과 같이 
기술 선진국에서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기술 분야로
써 세포의 동력학적 행동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신약 
개발, 의료 산업, IT 융합 신산업군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요소이다. 국내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회로
구축, 모델링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까
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며, 그 발전 정도는 선진국 
연구에 비해 미약하다. 이에 국내에서도 생물학적 반응 분
석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 기술 및 세부 기술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연구는 주로 로컬 단일 컴퓨팅 기반 분석 시스템에 
머물러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단일 컴퓨팅의 성능적
인 한계로 인해 대규모의 생물학적 반응 네트워크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여 높은 수준의 분석 결과를 도출

* 본 연구는 KISTI의 지원(K-12-L06-C02-S03)으로 수행되었음.

하는 것에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대규모 전산 
자원을 활용한 생물학적 반응 네트워크 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생명 과학 분야 연구자들
이 필요로 하는 세포 내의 다양한 생물학적 반응 네트워크
를 가시적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가상 세포 플랫폼[5]의 
대규모 컴퓨팅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Ⅱ. 제안하는 소프트웨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생물학적 반응네트워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유전체에서 유전자 발현 및 
신호 전달과정에 이르는 대규모의 세포 내 반응을 통합적
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기능 및 구축된 모델의 로컬 컴퓨
팅 및 대규모 컴퓨팅 자원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동시
에 제공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나
타낸다. 제안하는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특징은 세포 내의 
다양한 반응의 모델링 기능과 시뮬레이션 기능의 제공 및 
컴퓨터의 활용과 프로그래밍에 능숙하지 못한 연구자들의 
활용성을 고려한 설계이다. 이를 위해, 그래픽 인터페이스 
기반의 모델링 엔진 및 시뮬레이션 결과 가시화 모듈을 제
공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단일 컴퓨팅 기반의 연구에서 
불가능하던 대규모의 네트워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뮬
레이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원격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의 지원 모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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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물학적 반응 모델링
(b) SBML 데이터 변환 및 

가상세포플랫폼으로의 전송

(c) 가상세포플랫폼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 도출
(d) 시뮬레이션 결과 가시화

▶▶ 그림 2. 제안하는 소프트웨어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수행

  제안하는 소프트웨어는 크게 생물학적 반응 네트워크 
모델링 엔진 및 시뮬레이션 결과 가시화 모듈과 외부 데이
터 탑재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학적 반응 네트워크 
모델링 엔진은 생물학적 반응 모델링을 구성하기 위해 필
수적인 GUI 기반의 직관적인 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래픽 프레임워크인 Draw2D와 Graphical Editing 
Framework(GEF)를 이용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시각적 
모델링 모듈은 세포내의 다양한 물질들을 가시화 및 직관
적인 반응 네트워크 모델링을 지원하며, 시뮬레이션 결과
의 가시화 모듈을 통해 로컬 및 원격 시뮬레이션 결과의 
직관적인 표현을 제공하도록 설계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는 단일 컴퓨팅의 성능적인 한계로 인해 대규모 반응 네트
워크에 대한 시뮬레이션 수행이 불가능하였다. 이를 고려
하여, 제안하는 소프트웨어에서는 가상 세포 플랫폼[5]과 
같은 원격의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기 위한 원격 컴퓨팅 시뮬레이션 연동 모듈을 탑
재하였다. 원격 모듈에서는 구축된 모델을 원격 시뮬레이
션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한 SBML형태의 데이터 변환 및 
작업 전송 기능, 원격 분석 시스템과 연계한 자동화된 분
석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입력된 시뮬레이션 작업에 대
한 작업 상황 확인 도구를 탑재하여 수행 중인 원격 작업
에 대한 실시간 확인과 분석 결과에 대한 자동화된 결과 
파일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가시화 
모듈은 그래프 기반의 가시화 기능과 결과 분석 및 파싱 
기능을 수행한다. 원격 시뮬레이션의 최종 결과를 모두 수
신하였을 경우, 결과 반환 형태에 대한 분석한 후 결과를 
파싱하여, 최종적으로 시계열 데이터 결과 셋을 그래프 형
태로 가시화한다. 제안하는 소프트웨어 내에 원격 시뮬레
이션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포맷 변환, 통신, 작업 분석, 
결과 분석 모듈을 탑재함으로써 로컬 컴퓨팅 환경에서 불
가능한 대규모 분석 작업의 수행이 가능하다.

▶▶ 그림 1. 제안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조

Ⅲ. 구현

  제안하는 소프트웨어는 Eclipse RCP를 기반으로 구현
하였다. 또한, Drag-Drop 방식의 네트워크 모델링 기능
을 제공하기 위해, GEF를 이용하여 개발하였고, 프로젝트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Edgewell Trac 기반의 프로젝트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하였다. 그
림 2는 생물학적 반응네트워크 모델링 및 대규모 컴퓨팅 
자원 기반의 시뮬레이션 과정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소프
트웨어에서는 그림 2(a)와 같은 다양한 생물학적 반응을 
모델링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유전자, 단백질, 화합물, 복합체 정보를 프로젝트 뷰에서 
직접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모델링 캔버스에 삽입을 수 
있으며, 입력된 노드의 정보는 손쉽게 편집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수행 시 필요한 물질의 초기 농도
(량)값을 입력할 수 있다. 구성된 생물학적 반응 모델은 시

스템을 통해 그림2(b)와 같은 SBML 포맷 데이터로 변환
되고, 외부 시뮬레이션 연동 모듈을 통해 가상 세포 플랫
폼에 전송된다. 전송된 모델 데이터는 가상 세포 플랫폼 
내의 세포 반응 분석 시스템인 VCellSim을 통해 분석을 
수행한 후, 결과로서 그림2(c)와 같은 시계열 분석 데이터
를 반환한다. 제안하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를 분석 및 파싱하여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 가시화를 수행
한 후, 모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과정을 마친다. 이를 통
해 해당 생물학적 반응 네트워크가 어떻게 조절되고 있는
지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가
상세포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해 기존 로컬 컴퓨팅 시뮬레
이션에서 불가능한 대규모 생물학 반응에 대한 분석도 가
능하다.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생물학적 반응네트워크에 대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생물
학적 반응 네트워크 모델링은 그래프 기반의 반응 네트워
크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전체 지도 가시화와 전산 
모사 결과의 가시화 및 다양한 수치해석 모델에 의한 분석 
및 저장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모델링에 대
한 대규모 컴퓨팅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함으로
써, 기존 단일 컴퓨팅 기반의 연구에서 불가능했던 대규모 
네트워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준 높은 분석 결
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생물학 분야의 
연구를 더욱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
구는 더욱 많은 외부 바이오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고 모
델링에 활용함으로써 더욱 높은 수준의 모델링 및 분석 결
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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