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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단백질과 단백질( 는 리간드) 간의 도킹 연구에서는 주어

진 두 개의 단백질이 어떤 치와 방향에 놓일 때 서로 결합

할 수 있는 지를 발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단백질이 도킹하

기 해서는 단백질 표면의 형태가 상보 이고 서로 다른 분

자 표면 상의 형원자 심  간의 거리가 컷오  거리 

(cut-off distance) 이내인 경우에 유의미한 결합이라고 가정

할 수 있다. 보통 원자 심  간의 거리가 컷오  거리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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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분자 표면의 면 을 측정하고 면 이 일정 크기 이상일 

때 단백질 간의  역(contact region) 는 인터페이스 

(interface)라고 정의된다[1-3].

단백질 분자 간의 결합을 해서는 분자 곡면 간의 형태 상

보성이 요하며, 형태 상보성이 높은 역이 발견된 후에는 

이 표면 역에 향을 주는 아미노산과 잔기들의 성질에 따라 

결합력의 세기가 결정된다. 잔기가 갖는 극성이 서로 다를때 결

합력이 강해지며, 아미노산이 동일한 친수성(hydrophilicity) 

이거나 소수성 (hydrophobicity)일 때 결합력이 강해진다. 따라

서, 결합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역을 발견한 후, 면 이 넓고 

결합력의 강도가 높은 순으로 결합 역의 후보를 선정한다.

단백질 분자가 도킹하기 해 형태 상보성이 있는 역을 

발견하는 작업은 계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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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복합체에서  역이 갖는 기하학 인 특징을 조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해 기하학 인 특징을 가

시화하는 작업은 필수 이다. 본 논문에서는 단백질 복합체에서  역을 발견하고, 두 개의 단백질 각각의  면에 속한 근거리의 정

들의 기하학 인 특징을 법선 벡터  평균 곡률로써 가시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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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성이 있는 역을 발견하기 해서는 원자 심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 이외에 분자 표면이 가질 수 있는 기

하학 인 특성을 이용할 경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한 

분자 간 인터페이스의 기하학 인 성질은 인터페이스 간의 

유사도 측정을 해서도 사용된다[4, 5]. 

본 논문에서는 이미 결합된 상태로 알려진 단백질 분자 복

합체에서  역이 가진 기하학 인 특성을 가시화하고 

분석함으로써 단백질 분자 간의 도킹 역 발견  인터페이

스의 유사도 비교를 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해 

결합된 단백질 복합체에서  역이 갖는 기하학 인 특

성을 법선 벡터와 평균 곡률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가시화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2 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련된 연구를 제

시한다. 3 에서는 분자 결합면의 기하학 인 특성을 계산하

고 가시화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4 에서는 실험 결과를 

보이고, 5 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방향을 보인다. 

2. 련 연구

기하학 인 측면에서 단백질 분자를 표 할 때, 각 원자에 

응하는 반데르바스 구(van der Waals sphere)를 구하여 구

의 집합으로 표 하는 방법이 리 사용된다. 분자 곡면은 구

의 집합에 해 특정 반경으로 지정된 구(sphere) 형태의 

로 (probe)가 단백질 분자의 외부에서 할 때, 로 의 합

집합에 한 스웹트 곡면(swept surface)의 내부 곡면을 의미

한다[6]. 단백질 분자 A, B의 결합면의 면 을 계산할 경우, 

A의 분자곡면과 B의 분자곡면을 계산한 뒤, 분자곡면에서 일

정 거리 이내인 역을 발견하여 해당 역의 면 을 계산하

는 방법이 자주 사용된다. 

단백질 복합체의  역을 가시화 하는 로그램으로

는 VASCo [1], COCOMAPS [2], PISA [7], InterProSurf [8], 

MolSurfer [9] 등이 개발되었다. 

PISA (PDBePISA)는  역에 속한 원자의 개수와 비

율, 결합면의 면 , 수소 결합의 개수, 인터페이스의 에 지 등

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VASco [1]는 단백질 표면의 성질을 가

시화하고 계산하며, 특히 단백질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

나는  역에 해 정 기 (electrostatic potential) 

는 소수성(hydrophobicity) 등을 계산하고 가시화한다. 

COCOMAPS [2]는 단백질 복합체의  역을 분석하고 

가시화하는 도구로서, 컨택트 맵(contact map)과 상호작용을 

하는 잔기에 한 정보   역의 면  등의 정보를 제공

한다. InterProSurf는 단백질 분자  역의 면 , 에 지, 

분자 표면의 원자 개수, 분자 표면에 포함되지 않은 원자의 개

수 등을 분석한다[8]. MolSurfer [9]는 거 분자의  역에 

한 구조와 물리화학  성질을 분석한다. MolSurfer는  

역에 해 2차원  3차원 가시화를 제공하며, 정 기 

와 소수성을 분석한다. 

Kang et al. [10]은 단백질 복합체의  역을 분석하기 

해 분자 간의 거리를 픽셀 단 로 계산하여 가시화하는 방

법을 제안하 다. Kang et al. [11]은 단백질이 서로 결합되는 

방향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해당하는 방향에 해 그

래픽 로세서(graphic processor)에서 제공되는 깊이 버퍼 

(depth buffer) 기반으로 분자 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역의 요철 (ruggedness)을 분석하고 면 을 계산하 다. 

기존의  역 분석 도구들은 주로 면 이나 비표면 면

 계산, 인 한 아미노산 잔기 등을 조사하는 데 집 하

다.  역의 기하학 인 특성을 가시화하기 해서는 기

존의 도구에서 분석한 내용 외에 곡면의 성질을 나타내는 다

른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

3. 알고리즘 

3.1 개요

단백질 분자  역의 기하학  특성 가시화 알고리즘

의 개요는 Table 1과 같다. 단백질 A, B가 결합된 복합체가 

입력될 때, 이 알고리즘은 복합체의  역을 발견한 뒤, 

면에 해 기하학  특징을 가시화한다. 각 단계에 한 

세부 인 내용은 3.2 -3.7 에서 설명된다.

Step 1. Compute the molecular surface   for the molecules 

  (  = 1, 2).

Step 2. Compute ′  that is the simplified surface of .
Step 3. Compose the kd-tree ′  for the vertices in ′ .
Step 4. Generate the set , where   is composed of the 

vertices of ′  whose distances to ′  (≠  ) are 
less than  . 

Step 5. Compute the normal vectors for the vertices in .

Step 6. Compute the mean curvature for the vertices in .

Table 1. Algorithm for Visualizing Geometric Features of 

the Contact Area  

3.2 분자 곡면의 생성

분자 곡면을 생성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련 연구는 

Decherchi et al. [12]의 논문에 조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까지 리 사용되는 방법 의 한 가지인, Sanner [13]가 

제안한 msms를 사용하여 분자 곡면을 생성하 다. msms은 

pdb 포맷으로 주어진 단백질 분자에 해 불규칙 인 크기의 

삼각형 메시로 분자 곡면을 생성한다. 주어진 로  반경에 

따라 다른 형태의 분자 곡면이 생성되며, 로  반경이 작을

수록 세부 으로 곡률이 큰 분자곡면의 요철을 생성한다. 

로  반경이 클수록 분자곡면의 요철은 곡률이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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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곡면의 단순화

msms로 생성된 분자 곡면 ′은 삼각형 메쉬(triangle 
mesh)로 구성되며, 내각이 0도에 가까운 형태, 즉 한 변의 길

이가 0에 가까운 삼각면 (triangle face)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러한 형태의 삼각면은 정  법선 벡터(vertex normal vector)

를 계산하거나 분자 곡면의 곡률(curvature)을 계산하는 과정

에서 오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분자 곡면에서 이들

을 제거하기 한 처리가 필요하다. 한 삼각면의 개수가 

을수록 분자 곡면에 한 처리 과정에서 계산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 

오차를 피하고, 계산 효율성을 높이기 해 ′에 해 메
쉬 단순화 알고리즘(mesh simplification algorithm) [14]을 

용하 다. 

3.4 kd-tree의 구성

곡면 ′ 상의 각 정 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 있는

다른 곡면 상의 정 들을 효율 으로 추출하기 해 두 곡면

을 구성하는 정 의 집합 각각에 해 kd-tree를 구성하 다. 

kd-tree를 구성함으로써 주어진 한 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의 정 의 집합을 효율 으로 계산하 다. 

3.5 면 패치 (contact surface patch)의 추출

기하학 인 측면에서 면 패치는 보통 각각의 분자에 

해 분자 국면을 계산한 뒤, 분자 간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

하인 역을 두 개의 분자 곡면 각각에서 추출한 패치들을 

가리킨다. 곡면 상의 일부 역에 해당하는 패치이므로, 곡면

이 갖는 기하학 인 성질을 가지며,  역은 1개 이상의 

분리된 패치로 구성될 수 있고,  역의 내부에서 분자 

간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는 부분은 패치 내부의 

구멍(hole)으로 응된다. 

단백질  역에서 의미 있는 원자들은 형 원자의 

심  간의 거리가 5Å 이내인 것들이다.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원자의 반데르 바스 반경은 수소(1.2Å)를 제외하면, 최소 

1.52Å에서 최  1.7Å 이므로, 각 원자가 분자 곡면과 갖는 

거리가 최소 1.6Å에서 최  2Å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자 곡면 간의 거리 계산에서는 기본 임계(default threshold) 

거리값을 설정하고,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임계치가 변경될 

수 있게 구 하 다.

3.6 법선 벡터의 계산  가시화

분자 곡면의 법선 벡터는 곡면의 정  법선 벡터로 표 한

다. 가 정  에 인 한 이웃 면(1-ring neighbor 

face)의 집합이고, 는 에 속한 면 의 면 이라 

할 때, 를 가 치로 반 하여 해당 면 의 단  법선 

벡터 를 이용하여 정  의 법선 벡터 를 계산

한 식은 다음과 같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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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7 평균 곡률의 계산  가시화

곡면에 한 기하학 인 특징으로 곡면의 평균 곡률(mean 

curvature)이 리 사용된다. 분자 곡면에 한 평균 곡률을 

계산하기 해 Laplace-Beltrami 연산자[16]를 사용하 다. 

정  와 인 한 이웃 면들의 면 의 합에 한 
 이 

이고, 정  와 인 한 정 의 집합이 일 때,  

Laplace-Beltrami 연산자는 다음의 식과 같다.

∆  
 

∈
cot cot      (2)

여기에서 변 (edge) 를 공유하는 두 개의 면이 각각 정  

,  , 와 정   , , 일 때, 각도 는 각도  

이고, 는 각도  이다. Laplace-Beltrami 연산자의 

결과는 벡터이며,∥∆∥를 평균 곡률로 사용한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가시화 알고리즘은 GeForce GTX 970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Windows 7 기반의 데스크탑 PC에서 

C++과 OpenGL (http://www.opengl.org)을 이용하여 구 되

었다. 분자곡면 계산은 msms (https://www.scripps.edu/ 

sanner)를 이용하여 수행되었고, 분자곡면에 한 단순화 작

업은 CGAL 4.14 [17]에서 제공하는 곡면 메쉬에 한 단순화 

기능[14]을 이용하 다. 

Figs. 1-6은 실험에 사용한 단백질 분자   역에 

한 기하학 인 특징을 가시화한 를 보인다. Fig. 1은 단

백질 분자 PDB id. 1A3A에서 선택된 두 개의 구성단  

(subunit) A, B를 제시한다. 이후의 그림 Figs. 2-6은 Fig. 1

에 제시된 구성단 들에 한 면을 구한 뒤, 동일한 

면의 특성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된 결과를 보인다. 

Fig. 2에서는 3.2 과 3.3 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생성한 

분자 곡면을 보인다. A, B에 해 로  반경 1.4Å  10Å

으로 msms를 이용하여 분자곡면을 계산한 뒤, 단순화 알고

리즘을 용한 결과를 각각 제시한다. 

Fig. 2에서 제시한 는 msms로 생성한 분자 곡면에 단

순화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이다. 곡면 B의 정 들 에서 

곡면 A로부터 거리 2Å 이내인 것들을 선택하여 정 의 집합 

을 구성하 다. 반 로, 곡면 A의 정 들 에서도 곡면 

B로부터 거리 2Å 이내의 들을 선택하여 정 의 집합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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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n der Waals Spheres of PDB id. 1A3A

Fig. 2. Molecular Surface of Two Subunits in PDB id. 1A3A with the 

Probe Radii 1.4Å (Left) and 10.0Å (Right) with the Contact Region 

Represented by White Lines in Blue Rectangles

구성하 다. 면에 응되는 분자 곡면의 정 들을 추출

한 뒤, 이들을 정 으로 갖는 면들로 패치를 구성하 다.

Fig. 3에서는 단백질 분자  역의 가시화 결과를 보

인다. 왼쪽 그림에서는 구성단  A의 곡면 상에서 구성단  

B의 면 패치를 표시하 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두 구성

단 의 면 패치를 보인다.

   

Fig. 3. Contact Region Patch of Molecule B on the Surface of 

Molecule A (Left) and Contact Region Patches of Molecules 

A and B (Right)

Fig. 4에서는 두 분자 간의 면 패치를 보이며, A와 B 

각각의 면 패치의 겉면을 비교할 수 있도록 칭 인 

으로 배치하 다. 

Fig. 5에서는 구성단  A, B에 해 평균 곡률을 계산하여 

가시화한 결과를 보인다. 평균 곡률은 서로 다른 색상으로 구

분하여 표시하 다. 인터페이스 패치의 각 정 에 평균 곡률

에 해당하는 색상을 부여하여 곡률을 가시화하 다. 두 패치 

간에서 최단 거리의 정  이 갖는 평균 곡률의 유사도를 

가시화하기 해 곡면 패치의 삼각면들을 곡률 값 색상으로 

표시하 다.

구성단  A, B의 면 패치의 곡률이 min~ max의 
범 일 때, 곡면의 곡률 표시는 min에 blue, max에 red 
색상을 응시키고, min과 max  사이의 값은 blue와 red 
사이의 색상을 보간한 값을 이용하여 표시하 다. 평균 곡률 

계산 시, 이상치 (outlier)가 존재하기 때문에 클램핑(clamping)

을 용하여, 곡률 변화를 표시하 다.

  

Fig. 4. Normal Vectors on the Contact Region Patches

(a)

(b)

(c)

Fig. 5. Mean Curvature Representation of PDB id. 1A3A (a) 

Molecules A (left) and B (right), (b) Molecule A and Contact 

Region of B (left) and Molecule B and Contact Region of A 

(right), (c) Contact Region of A (left) and B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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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에서는 A의 면 패치에 평균 곡률을 용한 뒤, 

B의 면 패치에 속한 정 들을 평균 곡률의 색상으로 표

하여, A와 B의 최단 거리 정  들의 평균 곡률 값을 시

각 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 다.

  

Fig. 6. Mean Curvature Representation of Contact Patch of A 

and Vertices of B (left) and Vertices of A and B (right)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단백질 분자  역의 기하학 인 특징

을 가시화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단백질 분자에 속한 구성

단  각각에 해 분자 곡면을 추출한 뒤, 분자 곡면에 한 

법선 벡터  평균 곡률을 계산하고 이를 가시화 하는 방법

을 제안하 다. 

향후에는 기하학 인 성질을 나타내는 도구를 추가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한 가시화 뿐 아니라, 

 역에 한 수치 인 분석 기능을 추가하고자 한다. 최종

으로는  역에 한 기하학 인 특징을 이용하여 단

백질 분자 도킹  인터페이스 간의 유사도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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