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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1세기에 접어들어 다양한 대용량 기술(high-throughput 
technology)의 발전과 함께 생물학 분야가 본격적인 빅데이터 시
대로 진입하였다. 여기에 시스템 과학(systems science)의 방법론
들이 적용되면서 생물학은 기존의 환원주의적 접근을 넘어 전체로
서 생명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스템 생물학(systems biology)
의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1). 그리고 이러한 생명과학/의과학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롭게 개발된 방법론들은 전일론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지향해왔던 동양의학을 재조명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2). 
    중의학계는 2000년 이후 시스템 생물학의 발전에 발맞춰 새로
운 방법론들을 중의학 연구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왔으며, 변증
(辨證), 방제(方劑) 등의 분야에서 과거 환원주의 일변도의 연구들
과는 차별화되는 성과들을 빠른 속도로 내어놓고 있다3-5). 미시적 
수준의 생물학적, 정량적 데이터(quantitative biological data at 
micro level)에 시스템 수준의 분석과 모델링(analysis and 
modeling at system level)을 적용함으로써, 구체성을 바탕으로 
거시적 이해를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전일론적 철학과 경험
을 가진 동양의학에 환원주의 과학이라는 맞지 않는 옷을 입히려 

애썼던 것이 20세기까지의 과학화, 현대화 연구였다면, 환원주의의 
구체성과 시스템 과학의 전일성을 겸비함으로써 보다 몸에 맞는 과
학의 옷으로 갈아 입을 수 있게 된 것이 21세기의 새로운 연구 동
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 한의계에도 이러한 연구동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
구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실험생물학적 연구방법론과 
달리 수학/통계/컴퓨터 관련 지식과 기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
스템 생물학 연구의 특성상, 아직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을 갖춘 한의학 연구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뒤쳐
진 한국 한의계의 관련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한의학 
연구자와 시스템 생물학 전문가 사이의 협력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시스템 생물학의 다양
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
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의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정량적, 계  
    산적 방법론을 교육하기 위한 커리큘럼도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생물학의 연구방법
론을 공부하고자 하는 한의학 전공자들에게 학습 가이드를 제공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한의학 전공자들이 새로운 연구 
흐름에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양 분야의 언어에 
모두 능한(bi-lingual) 한의학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커리큘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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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최근 몇 년 사이 양적, 질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중심으로 공부 방법을 안
내할 것이다. MOOC를 통해 Harvard, MIT, Stanford 등 세계 유
수의 대학강의를 무료(certificate 발급시 유료)로 이용할 수 있으
며, 학습자는 단순히 동영상을 포함한 수업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맞춰 과제를 제출하고 시험을 보는 등,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대표적인 MOOC 플랫폼으로 코세라
(https://www.coursera.org), 에드엑스(http://www.edx.org), 유다
시티(http://udacity.com), 퓨처런(https://www.futurelearn.com) 
등이 있으며, 한국형 MOOC인 KMOOC(https://www.kmooc.kr)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KMOOC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지만, 
영어자막이 함께 제공되므로 영어 듣기가 취약한 수강생이라도 어
려움 없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 각 플랫폼 별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정책이 조금씩 다르므로 처음 시작시엔 플랫폼 별 이용방법
을 숙지하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MOOC의 강의들 중엔 몇 년째 꾸준히 반복적으로 제공되거나 
상시 수강 가능한 형태로 열려있는 강의들도 있지만, 일회성으로 
제공된 후 다시 열리지 않는 강의들도 있다. 특히 KMOOC의 경우 
한국어 강의라는 점에서 접근성이 좋지만, 아직은 짧은 역사로 강
의들의 지속적 제공 여부가 불투명한 경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 제공되고 있거나 archive 형태로 제공되는 강의
들을 위주로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 MOOC의 형태는 
아니지만 동영상을 포함한 대학 강의자료를 제공하는 
OCW(OpenCousreWare) 도 소개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실용적인 공부방법 제안에 있으며, 관련 현
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저자
의 MOOC 이용 경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관적으로 선별된 강의
들이 소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독자들은 저자의 추천을 참고로 
삼되 각자 본인의 공부 목적, 수준에 맞는 강의를 발굴하고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학습 내용을 다음의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소개하
고자 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2. 수학, 3. 통계학, 데이터 사이언스
(data science),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4. 복잡계 과학
(complexity science), 5. 생물학, 의학 등 도메인 관련 지식.
    각 항목 간에 중요도나 학습 순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상적이긴 하지만 동시적 학습이 가장 좋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
으로 개별 과목들간에는 선행되어야 하는 과목과 심화 과목이 존재
할 수 있다. 

결    과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직접 코딩(coding)을 하지 않고서는 본격적인 연구를 할 수 없
다. 마우스가 아니라 자판으로 컴퓨터와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문맹인이 글을 자유자재로 읽고 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에 
비견될 만 하다. 코딩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실질적인 연구를 위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에 입문하는 사람은 수많은 프
로그래밍 언어 중에 어떤 것을 익혀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된
다. 우선적으로 다음의 언어를 추천한다. 
 1) 파이썬(Python)
    파이썬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른 언어를 추
가적으로 익힐 수도 있다. 파이썬은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프로
그래밍 언어 중 하나로, 오픈소스(무료)이며 배우고 쓰기가 매우 쉽
다. 보다 인간의 언어에 가깝고 컴파일(compile)없이 코드를 실행
할 수 있는 인터프리트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빠르게 코딩하
고 결과를 확인, 수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성이 매우 높다.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배포한 수많은 라이브러리(재사용할 수 있는 코드 
모음)를 활용함으로써 코딩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사용이 쉽지만 범용 언어(general-purpose 
language)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제어 등 시스템/임베디드 분야만 
아니라면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한 필요시 다른 언어로 작성된 코드와 결합하는 능력도 탁월하여, 
파이썬만으로 아쉬운 부분은 파이썬 코드 내에서 다른 언어로 작성
된 코드를 돌릴 수도 있다. 당장 MOOC에 개설된 컴퓨터 프로그래
밍 관련 강의의 대부분이 파이썬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언어의 실용성과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1) 추천강의
   ① Learn to Program: The Fundamentals 
    플랫폼: 코세라(Coursera)
    제공: University of Toronto
    저자 코멘트: 프로그래밍에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자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난이도. 7주 과정으로 간결하면서도 컴팩트하게 핵
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Python Visualizer라는 
시각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시 파이썬 내부에서 메
모리주소를 할당하고 변수가 값을 참조하는 원리를 확인시켜주는 
강의 방식이 훌륭하다. 
   ②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and Programming 
Using Python
    플랫폼: 에드엑스(EdX)
    제공: MIT
    저자 코멘트: MIT의 컴퓨터 과학 개론 수업을 그대로 옮겨온 
강의. 사전 지식이 없는 초심자를 대상으로 하나 재귀함수와 같은 
심화 내용을 일부 다루며 매주 부여되는 프로그래밍 과제의 난이도
가 높아 상당한 집중력과 끈기를 요구한다. 
   ③ Python for Everybody (Specialization)
    플랫폼: 코세라(Courera)
    제공: University of Michigan
    저자 코멘트: Specialization 과정으로서 프로젝트 위주의 캡
스톤(capstone) 코스를 포함하여 총 5개의 코스로 구성되어있다. 
프로그래밍 입문자를 위한 Programming for Everybody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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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Python Data Structures, Using Python to Access Web 
Data, Using Databases with Python 코스로 이어지며, 웹과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인포메틱스(informatics)의 실무적인 지식
과 기술을 배우기에 충분하다. 설명도 매우 친절하다. 
   ④ Applied Data Science with Python (Specialization)
    플랫폼: 코세라(Courera)
    제공: University of Michigan
    저자 코멘트: 역시 Specialization 과정으로서 프로젝트 위주
의 캡스톤(capstone) 코스를 포함하여 총 5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사이언스에 파이썬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 기
계학습, 네트워크 분석 등의 지식과 라이브러리 사용법 등을 전방
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론보단 실제 적용을 위한 테크닉에 방점
을 두고 있다. 위의 다른 강의들과 달리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기초
가 있는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다.
 2) R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추천한다면 파이썬
과 함께 R 을 추천할 수 있다. 파이썬과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이며 
인터프리터 언어(소스코드의 컴파일 과정 없이 한줄 한줄 바로 실
행되는 언어)로서 배우기가 쉽다. 통계 언어로서 데이터 처리와 분
석에 최적화되어 있으나 파이썬과 같은 범용성을 가진 언어는 아니
다.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통계 패키지뿐 아니라 오픈소스 언어답게 
수많은 강력한 패키지를 손쉽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
인 연구분야와 방향에 따라 다르겠으나 인포메틱스(informatics)나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연구하는 시스템 생물학 연구자들은 많
은 경우 파이썬과 R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물론 파이썬만을 이용
하거나 R만을 이용하는 연구자들도 많이 있으며 사실상 한가지만
으로도 큰 제약은 없다. 
    R은 통계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MOOC의 통계학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강의에서 함께 다뤄지고 있으므로 해당 항목에서 
관련 강의를 추천한다.
 3) 매트랩(MATLAB)
    매트랩(MATLAB)은 수학 계산, 모델링, 시뮬레이션, 신호처리 
등 다양한 과학, 공학 분야에 이용되는 수치해석 프로그래밍 언어
이다. 오픈 소스인 파이썬, R과 달리 Mathworks사에서 개발하여 
판매하는 유료 소프트웨어이다. 학계의 연구자들은 소속 학교나 연
구소가 라이센스를 구입한 경우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과학, 공학 
기술용 계산을 위한 전문 언어답게 다양하고 강력한 성능의 툴박스
(toolbox)들이 내장되어 있으며 오픈 소스 언어와 비슷하게 이용자
들이 만든 함수파일(m-file)들이 공유되기도 한다. 최근 파이썬의 
NumPy, SciPy 등 매트랩의 기능을 대체하는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 이용자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여전
히 많은 분야가 매트랩을 익혀야만 접근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특
히 신경과학 분야의 신호 및 영상처리(뇌영상, 전기생리학적 신호 
등),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분야는 전통적으로 매트랩 의존도가 매
우 높아 관련 연구자라면 매트랩을 익히는 것을 추천한다. 
  (1) 추천 강의
   ① Introduction to Programming with MATLAB
    플랫폼: 코세라(Coursera)

    제공: Vanderbilt University 
    저자 코멘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수학에 기초가 없는 사람들
도 수강할 수 있는 입문 강의이며 내용이나 구성이 모두 훌륭하다.

 2. 수학
    구체적인 연구 분야와 형태에 따라 필요한 수학의 깊이와 범위
가 달라진다. 대략적으로 구분한다면 복잡한 데이터를 이용, 데이
터 사이언스 적인 접근을 위주로 하는 경우와 보다 이론적인 모델
링 및 시뮬레이션을 위주로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전
자는 선형대수(linear algebra), 후자는 미적분학(calculus) 및 미
분방정식(differential equation)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
다. 물론 두 접근이 상호배타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연구자의 우선
적인 관심 분야에 따라 학습의 우선순위를 달리 할 수 있다. 
 1) 선형대수학(linear algebra)
  (1) 추천 강의
   ① Linear Algebra (by Gilbert Strang)
    플랫폼: MIT OpenCourseWare(https://ocw.mit.edu/course
s/mathematics/18-06-linear-algebra-spring-2010/)
    제공: MIT
    저자 코멘트: MOOC가 아닌 MIT OpenCourseWare에서 제공
하는 강의이다. 전세계적으로 호평받아온 Gilbert Strang 교수의 
강의 동영상 및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다. 교재를 함께 공부해야 
하는데 동영상 강의보다 교재에 더 자세한 내용과 문제들이 다뤄지
고 있다. 강의는 직관적인 이해를 매우 중요시하며, 고차원의 데이
터(high dimensional data)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다차원 공간
(high dimensional space)에 대한 수학적 직관을 마스터할 수 있
도록 도와준다. 직관적 이해를 위한 설명이 때로는 지나치게 다양
하고 긴 예시로 이어져 초심자에겐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나, 이해
가 안되는 부분은 일단 넘기고 문제를 풀며 진도를 진행한 후 다시 
복습한다면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2) 미적분학(calculus)
    한국 고등학교 미적분학 수준을 포함하여 아주 기초적인 수준
부터 제공되고 있으므로 각자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수강하면 된다.
  (1) 추천 강의
   ① Calculus 1A, Calculus 1B, Calculus 1C
    플랫폼: 에드엑스(EdX)
    제공: MIT
    저자 코멘트: 세 강의는 각각 differentiation(미분), integration
(적분), coordinate system(극좌표계)라는 부제를 갖고 있다. MIT
의 첫번째 미적분학 강의에 해당하며 고등학교 미적분을 전혀 기억
하지 못하는 학습자라도 문제 없이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쉬운 수준
부터 차근차근 진행된다. 하지만 MIT학부 강의에 해당하는 만큼 
요구하는 이해도와 문제의 난이도는 가볍지 않다. 코스가 주기적으
로 오픈되진 않지만 archived 상태로도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② Single Variable Calculus
    플랫폼: 코세라(Coursera)
    제공: University of Pennsylvania
    저자 코멘트: 수강자가 고등학교 수준의 기초 미적분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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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 되어있다고 전제하고 대학교 미적분학의 핵심 내용중 하나
인 테일러 급수(Taylor series)부터 시작한다. 전 강의 내용이 에
니메이션으로 구성되어있어 직관적 이해를 돕는다. 응용과 활용 측
면에 보다 집중하고 있고, 아기자기한 에니메이션에서 느껴지는 느
낌과 달리 내용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 
 3) 미분방정식(differential equation)
    기전 수준에서의 모델링(mechanistic modeling)을 위해서는 
미분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선수과목으로 미적분학을 
공부해야 한다. 
  (1) 추천 강의
   ① Introduction to Differential Equations
    플랫폼: 에드엑스(EdX)
    제공: Boston University
    저자 코멘트: 친절한 설명과 다양한 예제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진행되므로 미적분학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따라
갈 수 있다. 

3. 통계학, 데이터사이언스(data science),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MOOC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과목들로, 개설되어 있는 강의의 
수도 매우 많다. 일반적으로 이 분야의 학습을 위하여 미적분학 및 
선형대수학의 기초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관련 수학 지식이 부족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쉬운 강의들도 많이 있다. 
 1) 기초 통계학
    통계량(statistic)과 모수(parameter), 추출(sampling), 확률
(probability)과 분포(distribution) 등에 대한 개념, 대표적인 분포
의 종류와 특성, 점추정(point estimation) 및 구간 추정(interval 
estimation), 가설 검정(hypothesis testing)의 개념과 방법 등, 통
상적으로 학부 교양 통계학 강의에서 다뤄지는 수준의 내용을 말한
다. 연구자라면 분야를 막론하고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다. 강의 난
이도에 따라 기본적인 미분과 적분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
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MOOC에 소개되는 기초 통계학 강
의를 수강하는 데에는 미적분학의 지식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 
  (1) 추천 강의
   ① Basic Statistics
    플랫폼: 코세라(Coursera)
    제공: University of Amsterdam
    저자 코멘트: 다양한 기초 통계학 강의들이 있고, 강의들마다 
다루는 범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내용의 전달력면에서는 많
은 편차가 있다. 이 강의는 저자가 접해본 기초 통계학 강의중에 
전달력과 구성이 가장 좋다. 지루할 틈 없는 다소 빠른 페이스의 
강의 전개와, 내용과 완벽하게 싱크를 이루는 유려한 에니메이션 
구성, 유쾌하고 익살스러운 스토리텔링까지 갖추고 있어 재미와 내
용 전달력 모두에서 완성도가 매우 높은 ‘작품’이다. 실습은 R을 
이용하며, 웹상에 구현된 thirty-party tool인 R lab에서 이루어진
다. 물론 R에 대한 사용법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② Inferential Statistics
    플랫폼: 코세라(Coursera)
    제공: University of Amsterdam

    저자 코멘트: 앞서 소개한 Basic Statistics에 이어지는 강의. 
통계학의 핵심인 통계적 추론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통계적 추론까
지 공부하면 일반적인 기초 통계학 공부를 마쳤다고 할 수 있다. 
   ③ Statistics with R (Specialization)
    플랫폼: 코세라(Coursera)
    제공: Duke University
    저자 코멘트: 캡스톤 프로젝트를 포함, 총 5개의 강의로 이루
어져있는 Specialization 코스. 상당히 깔끔하고 정돈된 강의 구성
으로, 내용의 전달력도 훌륭하며 회귀분석(linear regression)과 베
이지안 통계(Bayesian statistics)와 같이 기초 통계학보다 심화된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2) 수리통계학 (mathematical statistics)
    기초 통계학의 내용들이 자연과학, 공학, 의학, 사회과학을 막
론하고 전 분야의 연구자에게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수리통계학은 
보다 전문적으로 통계학의 이론적인 측면을 파고들거나, 기계학습, 
인공지능, 신호처리, 계량경제학 등 수리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연관 분야들을 공부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수리통계학 공
부를 위해서는 기초 통계학의 개념이 선행되어야 하고, 상당한 수
준의 미적분학에 대한 이해도와 계산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강의에 따라서 해석학(real analysis)이나 선형대수학(linear 
algebra)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수학, 통계학 등을 학부에서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선 수리통계
학 공부와 함께 실제로 손을 더럽히는 계산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한
다. 이 부분은 머릿속 이해도 중요하지만 지난한 연습을 통해 익숙
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1) 추천 강의
   ① 수리통계학 1,2
    플랫폼: KOCW
    제공: 부산대학교
    저자 코멘트: 한국형 OpenCourseWare인 KOCW에 공개되어
있는 1년 과정의 수리통계학 강의. 코세라(Coursera)에도 존스홉
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제목
의 강의가 있지만, 내용의 충실성이나 범위, 설명능력 등에서 이 
강의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3)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최근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로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도가 높으며, 빅데이터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시스템 생물학 
연구에서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많은 수요가 있는 분야인 만
큼 다양한 강의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새로운 강의
들이 개설되고 있다. 실무적인 능력 배양을 목표로, 이론적인 깊이 
보다는 실제 활용 측면에 집중하는 강의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원활한 수강을 위해서 수학적 능력보다는 실제 구현을 위한 코딩 
능력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1) 추천 강의
   ① Machine Learning
    플랫폼: 코세라(Coursera)
    제공: Stanford University
    저자 코멘트: 코세라(Coursera)의 창립자이자 현재 기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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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최전선에서 딥러닝(deep leaerning)의 구루 중 한명으로 
활약중인 Andrew Ng 교수의 강의. 코세라(Coursera) 초기부터 
최고의 강의로 인정받아온 강의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기계학습 
입문자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된다.  수학적 기초가 없는 개발자
를 수강생으로 상정하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설명이 
이뤄진다. 직관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설명 능력이 탁월하며, 실무
적으로 기계학습 활용시에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팁을 알려
주는 부분들도 훌륭하다. 수학 지식 없이도 들을 수 있지만 편미
분, 선형대수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다면 보다 수월하게 들을 수 
있다. 부분적으로 수학, 수리통계 지식을 활용하지 않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욱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미적분학과 선형
대수, 수리통계학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Stanford 대학의 정식 강
의자료(http://cs229.stanford.edu/materials.html)를 함께 참고
해도 좋다. 실습은 Octave로 이루어지는 데 Octave는 무료 소프
트웨어로 사실상 MATLAB과 동일한 언어이다. MATLAB에 익숙치 
않고, 따로 익힐 계획이 없는 학습자에게는 실습 부분이 아쉽겠지
만, 이론 강의만으로도 공부할 가치는 충분하다. 웹상에서 발품을 
판다면 누군가 실습코드를 파이썬으로 구현한 버젼도 찾을 수 있다.
   ② Learning From Data (Introductory Machine Learning)
    플랫폼: 에드엑스(EdX)
    제공: Caltech
    저자 코멘트: 앞서 소개한 Andrew Ng 교수의 Machine 
Learning이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설명에 더해 실제 활용에 초점
을 맞추는 실무 중심의 강의라면, 이 강의는 난해한 이론적 설명을 
정면돌파하는, 보다 학술적인 강의이다. 현재 MOOC에 개설된 대
다수의 기계학습 강의들이 실용적인 활용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한 강의라 할 수 있는데 Caltech에서 진행
된 기계학습 강의를 그대로 옮겨온 구성(주당 권장 학습 시간이 
10-20시간)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강의를 진행하는 Yaser S. 
Abu-Mostafa 교수는 기계학습 분야의 권위자이자 Teaching 
Awards를 수차례 수상한 바 있는 탁월한 교육자이다. 난해하고 도
전적인 개념들을 명료하게 도식화하여 설명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수강하기 위해선 미적분학과 선형대수, 기초적인 확률통계 개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한가지에 이미 익숙한 상태여야 하며, 
보다 쉬운 기계학습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수월하다. 
   ③ Data Science (Specialization)
    플랫폼: 코세라(Coursera)
    제공: Johns Hopkins University
    저자 코멘트: 캡스톤(Capstone)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무려 10
개의 강의로 구성된 Specialization 코스. R을 주무기로 하는 데이
터 사이언티스트가 갖춰야 할 광범위한 지식과 기술을 다루고 있
다. Markdown, GitHub과 같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필요한 기초 
도구부터 R 프로그래밍, 웹과 API 및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데이터 
추출과 전처리 방법, 통계 분석 기법 및 기계학습 활용, 그리고 데
이터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R 패키지 개발에 이르기까지 실무자에
게 필요한 거의 모든 기술들이 다뤄지고 있다. MOOC 초창기부터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컨텐츠에 공을 들여온 Johns Hopkins 

University 교수진들이 자부하는 코스로서, 다루는 범위 뿐 아니라 
내용도 훌륭하다. 다만 전반적으로 교수진들의 내용 전달 능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라 기초가 부족한 초심자는 각 과목에 해당하는 
다른 강의를 함께 수강하기를 권하고 싶다. 

4. 복잡계 과학 (complexity science)
    복잡계(complex system)란 구성요소들간의 비선형적 상호작
용(nonlinear interaction)이 시스템 수준에서의 행위를 창발
(emerge)하고 외부 변화에 적응, 진화해나가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복잡계 과학이란 수학, 물리학, 컴퓨터 과학 등의 방법론을 동원하
여 복잡계를 정량적으로 이해하려는 과학을 의미하며 사실 하나의 
명확한 이론이나 접근법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론과 접
근 방법들의 묶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시스템 생물학 연구에
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분석 기술이 복잡계 과학이 시스
템 생물학 연구에 적용되고 있는 한 예이며, 향후 양질의 생물학적 
데이터의 대량생산이 가속화될수록 복잡계 과학의 활용 범위도 더
욱 넓어지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복잡계과학의 이
론과 방법론을 공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복잡계 과학 연구의 총 본산이라 할 수 있는 Santa Fe 
Institute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잡계 과학 전문 MOOC Complexity 
Explorer(https://www.complexityexplorer.org)의 강의들을 이용
하는 것을 추천한다. 모든 강의는 무료이며, 다학제적 학문의 특성
상 수학, 컴퓨터 과학 등의 기초가 없는 학습자들을 위한 배려도 
잘 되어있어 부담없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수학과 프로그
래밍을 활용한 보다 심화된 강의들도 제공되고 있다. 
  (1) 추천 강의
   ① Introduction to Complexity
    플랫폼: Complexity Explorer
    제공: Santa Fe Institute
    저자 코멘트: 복잡계 과학의 개념과 다양한 접근방법의 개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소개하는 강의. 수학, 컴퓨터 과학의 
사전지식이 필요 없다. 복잡계 과학 전체를 아우르는 강의이므로 
이 분야의 입문자에게 추천한다. 
   ② Introduction to Dynamical Systems and Chaos
    플랫폼: Complexity Explorer
    제공: Santa Fe Institute
    저자 코멘트: 복잡계 과학의 여러 분야 중 카오스(chaos) 현상
과 동역학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강의. 고등학교 수준의 수
학만으로 카오스와 동역학 시스템의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
도록 쉬운 설명을 구사한다. 
   ③ Nonlinear Dynamics: Mathematical and Computational 
Approaches
    플랫폼: Complexity Explorer
    제공: Santa Fe Institute
    저자 코멘트: 비선형 동역학과 카오스를 수학과 컴퓨터 프로그
래밍을 이용하여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 프로그래밍
은 학습자가 원하는 언어를 이용,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정도로 충분하며 수학은 미적분에 대한 선수 지식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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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물학, 의학 등 도메인 지식(domain knowledge) 관련 
    한의학 연구에 시스템 생물학의 방법론을 적용하려는 연구자로
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할 것인지에 따라 해당하는 영역의 공부가 달
라질 것이다. 유전체 정보를 비롯한 각종 오믹스(omics) 데이터를 염
두에 두고 있다면 유전체학(genomics),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임상 데이터(clinical data)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시스템 의학(systems medicine), 디지털 헬스
케어(digital healthcare) 등의 공부가 필요할 것이다. 
 1) 생물학
  (1) 추천 강의
   ① Introduction to Biology – The Secret of Life
    플랫폼: 에드엑스(EdX)
    제공: MIT
    저자 코멘트: 유전체학(Genomics)분야의 스타중 한명인 Eric 
Lander의 유명 MIT 학부 강의를 그대로 옮겨온 강의. ‘생물학이 
이렇게나 재미있고 멋진 학문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명
강의이다. 생물학 기초를 복습할 필요가 있다면 이 강의를 추천한
다. 단순히 교실 강의를 옮겨온 것만이 아니고 시각화 툴과 같은 
발전된 학습도구로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다. 
   ② Systems Biology and Biotechnology (Specialization)
    플랫폼: 코세라(Coursera)
    제공: Mount Sinai
    저자 코멘트: 다학제적 시스템 생물학 연구와 관련 커리큘럼 
개발을 선도하는 Icahn School of Medicine at Mount Sinai에서 
제공하는 Specialization 과정. 캡스톤(capstone) 프로젝트를 포함
하여 총 6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믹스 기술(omics 
technology),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동역학 모델링
(dynamical modeling),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등 시스
템 생물학에서 이용되는 실험적, 이론적 접근을 모두 망라하고 있
다. 각 강의 별로 요구되는 선수 과목이 있으나, 개괄적 소개에 해
당하는 첫 번째 강의 Introduction to Systems Biology는 특별한 
수학지식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스템 
생물학적 접근에 관심 있는 입문자들은 우선적으로 공부해 볼 것을 
추천한다. 
   ③ Cellular mechanisms of brain function
    플랫폼: 에드엑스(EdX)
    제공: EPFL
    저자 코멘트: 신경생리학의 실험적 접근과 계산신경과학적 이
론 연구 모두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스위스 EPFL에서 
제공하는 강의. 현재 MOOC에서 찾을 수 있는 신경생리학 강의 중
에 가장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세련되면서도 
명확하고 깊이 있는 설명으로 최근의 광유전체학(optogenetics) 및 
이미징 기술을 적용한 네트워크 수준 연구까지 포괄하고 있어 신경
생리학의 기초부터 첨단까지 공부할 수 있다. 
 2) 의학
  (1) 추천 강의
   ① Data Analytics in Health – From Basics to Business
    플랫폼: 에드엑스(EdX)

    제공: KU Leuven
    저자 코멘트: 건강보험의 환자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등 의학
적 데이터를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하고 기계학습 기법을 적
용하여 예측 모델을 만드는 실제 케이스와 이를 비지니스 모델로 
연결시키는 방법까지 소개하고 있는 강의. 짧은 케이스 위주의 강
의이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 각종 의학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 방
법을 배울 수 있다. 

고    찰

    이상으로 시스템 생물학의 방법론에 입문하는 한의학 연구자를 
위한 학습 과목과 추천 강의를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여기에 소개된 학습 과목들은 분야별 입문과목들에 해당하며 심화 
과목들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항목 별로 심화 지식을 얻을 수 있
는 강의들이 MOOC에 상당수 개설되어 있으므로 관심과 필요에 따
라 심화과정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 생물학의 다
학제적 연구 특성상 한 명의 연구자가 모든 관련 분야의 심화지식
까지 통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럴 필요도 없다. 한 두가지
의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시스템 생물학 전반에 이해도를 
갖추고, 해당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 추천한 강의들은 저자의 한정된 경험에 기반하고 
있으며 최선의 선택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강의 소개
나 리뷰를 참고했을 때 매우 훌륭한 강의로 예상되지만 직접 수강
해보지 않은 강의를 추천할 수는 없기에 목록에서 제외된 강의가 
많다. 독자들은 본 논문의 추천을 참고 삼아 스스로 좋은 강의를 
발굴하고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MOOC 학습을 위한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필기를 해야 한다.
    강의에 따라 수업 내용이 잘 정리된 lecture note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수업에서 따로 제공되는 
정리물이 없다면 스스로 노트에 강의 내용을 필기해야 한다. 필기
를 하지 않고 진도를 나가다 점점 내용이 어려워지면서 앞의 내용
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강의 
이해도가 갑자기 떨어지며 흥미를 잃게 되고 포기하기 쉽다. 반드
시 노트에 필기를 하고 복습을 하며 강의를 듣기를 권한다.
    둘째, 수료증(certificate)이나 Spacialization(EdX의 경우 
Xseries 혹은 MicroMaster)을 목표로 하는 것을 권한다.
    강의에 따라 난이도 편차가 있지만 전업 학생이 아닌 입장에서 
꾸준히 일정 시간을 온라인 학습에 할애하고, 더구나 머리를 싸매
며 고민해도 잘 풀리지 않는 난이도의 수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특히 어려운 프로그래밍 숙제의 
경우 확실한 보상과 목표가 없다면 바쁜 일상과 피곤함 속에 포기
하기 쉽다. 수료증과 같이 객관적인 보상을 최대한 이용하여 동기
를 끌어올리는 것이 좋다. 코세라(Coursera)의 경우 간단한 절차만
으로도 financial aid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면 
이를 이용하자. 
    셋째,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함께 공부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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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디 역시 수료증과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된다. 뿐만 아니라 서로 말과 그림으로 
설명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얻는 학습 효과도 크다. 

결    론

    한의학 연구에 있어 시스템 생물학적 접근의 유용성과 가능성
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수학, 통계 등의 
관련 지식이 부족한 한의학 연구자들은 방법론 학습의 난해함으로 
표면적인 관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본 논문을 계기로 보다 많은 한의학 연구자들이 시스템 생물학
적 연구의 실제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해나갈 수 있기를 바
라며, 나아가 한의계의 체계적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도 가능할 것
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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