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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Glycomics와 Glycobiology는 Oligosaccharides와 Carbohydrate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 방법이

다. 현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분자 모사 실험이 많은 연구 단체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컴퓨터 자원

을 요구하는 문제로 인해서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많은 자원과 오랜 시간을 소비해서 얻은 결과 데이터를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이 필요하다. Glyco-MGrid시스템은 분자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MGrid에서 생성되는 

e-Clycomics 데이터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사이버인프라스트럭쳐이다. 이 Glyco-MGrid는 분자 시뮬레이션의 결과

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제공과 이를 통한 과학자들간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리드 기반의 

e-Glycomics를 위한 공유,통합 환경을 제공한다.

1. 서  론

  e-Glycomics가 분자 모델링과 구조 분석, 

BioInformatics와 함께 좀더 진보적인 연구 방법으로 컴

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e-Glycomics 연구 방법은 Glycomics나 Glycobiology의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의 한계를 컴퓨터 시뮬

레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극복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lyco-MGrid는 분자 컴퓨터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MGrid의 결과 데이터들을 통합 관리하고, 과학

자들간의 효과적인 협업을 제공하기 위한 통합 검색 및 

공유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e-Glycomics를 연구하는 기관에서의 데이터 관리 방법

은 Relational Database와 File기반의 관리 방법으로는 

효과적인 공유와 협업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를 위해서 XML Schema기반의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인 X-SIGMA시스템을 e-Glycomics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Glyco-MGrid에 적용하고, 대용량의 다양

한 형태의 결과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조건 입력 파일, 

분석 결과 파일들을 통합 관리하고, 과학자들 간의 효과

적인 협업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2,3장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e-Glycomics의 데이터 관리 방법과 효과적인 데이터 관

리 방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4장에서는 우리가 

개발한 Glyco-MGrid의 구현 방법과 효율성에 대해서 다

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향후 연구 방향에 대

해서 다룰 것이다.

2. 배경 지식과 관련 연구

2.1. 카보하이드레이트와 글라이코믹스

  Charbohidrate는 자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Biomolecules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이미 살아있는 생명

체와 함께 signaling molecule와 energy storehouse, 

structural ingredient로써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carbohydrates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protein, DNA, 

RNA와 비교했을 때 아주 열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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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hydrates의 너무 복잡한 구조 때문에 살아있는 세

포에 있는  Carbohydrates들 간의 관계의 구조적인 정

보를 찾는데 실패해 왔다[2]. Glycobiology나 

Glycomics는 자연에 널리 퍼져있는 Carbohydrates의 구

조와 생합성, 생물학적 정보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미 

생물 의학과 생물 공학 분야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

되면서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 들어서는  

“Omics era"의 경향으로 glyco-molecules의 전체 구조

적인 특징을 볼 수 있는 이미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연

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glyco-compounds의 전체 구조적인 정보를 분석하기 위

한 실험에는 많은 방법론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는 실정

이다[5,6]

2.2. 분자 시뮬레이션과 MGrid

  분자 시뮬레이션은 X-ray와 NMR스펙터럼같은 방법을 

실험 연구에 사용하는것이 glyco-molecules의 전체 구

조 정보를 얻는데에 한계에 부딪히면서 현재 많은 연구 

분야(바이오/화학)에서 사용되는 연구 기법이다. 그러나 

protein, DNA, liquid와 carbohydrates등의 

bio-conjugate들을 위한 시뮬레이션은 슈퍼컴퓨터와 같

은 엄청난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드 

기반 클러스터 컴퓨터를 이용한 분자 시뮬레이션 시스템

인 MGrid(http://www.mgrid.or.kr)를 구축해서 서비스하

고 있다. 

2.3. 관련 연구

  이미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그리드 컴퓨팅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 프로

젝트로 Cordor와 Nimrod[7-9]을 들 수 있다. 이 프로젝

트는 각각의 연구 분야에서 요구하는 특화된 특징을 반

영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분자 시뮬레이션들과 이를 관리

하기 위한 연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자 시뮬레이션을 주된 목적으로 진

행 중인 프로젝트들과 다르게 BioSimGrid는 Proteion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분석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CombeChem은 화학분야에

서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를 통합 협업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Glyco-MGrid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공유하려고 하는 데에 

BioSimGrid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에

서 이야기한 BioSimGrid와 CombeChem은 결과 데이터

의 관리와 분석에 중점을 가지고 있는데에 비해서 

Glyco-MGrid는 컴퓨팅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MGrid와의 

연동을 통한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관리와 재실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연구 동기 와 목적

  Glyco-compound에서 Carbohydrate와 

glycanfragment들은 매우 복잡한 3D 구조 정보를 가지

고 있고 이를 실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대안으로 많이 

연구되는 컴퓨터 분자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방법 역시 

많은 컴퓨터 시스템 자원과 시간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lyco-MGrid는 다음과 같은 문제

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

� 효과적인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검색

� 간단한 시뮬레이션 지원

� 효과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관리

  

   Glyco-MGrid는 분자 시뮬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서 Amber, CHARMM, Gromacs, NAMD와 같

은 툴들을 웹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들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툴킷을 지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들은 

X-SIGMA[12,13]기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관리되며, 

통합 검색을 통해서 과학자들간의 공동 연구를 지원한

다. 이러한 Glyco-MGrid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우리

는 Biological glycoconjugate를 위한 분자, 컴퓨테이션 

정보들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Glyco-MGrid 디자인 

  Glyco-MGrid시스템은 <그림 1>와 같이 3개의 작업으

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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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디자인

� 데이터 관리(저장, 접근, 검색) : 분자 시뮬레이션

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 Trajectory파일과 시뮬레이

션 설정 정보 파일, 시뮬레이션 정보(구성인원, 실

험 목적, 날짜 등) 파일등을 보관하고, 공동 연구

자들 간의 협업을 지원하고, 공개 가능한 데이터

의 경우 다른 연구자들에게 검색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

로, Glyco-MGrid는 X-SIGMA[]를  이용해서 데

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 계산 시뮬레이션 : 분자 모사에 대한 실험을 컴퓨

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모의 실험을 수행하는 것

으로 Glyco-MGrid에서는 Glycomics나 

Glycobiology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CHARMM, 

GAUSSIAN, AMBER Toolkit을 이용한 

Computatoinal Simulation Server(i.e., MGrid)를 

이용한 실험이 지원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이루

어진 실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X-SIGMA에서 

검색 후 조건을 변경한 입력 파일을 이용해 

Computational Simulation Server에서 시뮬레이션

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트라젝토리 분석 : 분자 모사 모의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Trajectory File들을 과학자가 원하는 추가 

조건(Total Energy, Potential Energy, Solvantion 

Energy 등)을 이용해서 분석하기 위한 기능을 제

공하는 시스템으로, Glyco-MGrid에서는 MGrid나 

X-SIGMA에 보관하고 있는 Trajectory File과 MD

파일을 이용한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Glyco-MGrid는 Glycomics와 Glycobiology를 

시뮬레이션하고 결과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

한 데이터 관리를 시스템을 통합하고, 이를 통해서 과학

자들의 활발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에 목

표로 두고 있다. 

5. 구  현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템의 아키텍쳐와 

효과적인 시뮬레이션 및 분석,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

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한다.

5.1 시스템 구조

 

  <그림 2>는 Glyco-MGrid시스템에서 지원하는 기능들

과 각 컴포넌트간의 통합 아키텍처를 설명하고 있다. 본 

시스템은 Glycomics의 연구를 위해서 Data Deposit, 

Searching & Browsing, Glycan Structure, 

Carbohydrate, Glycoprotein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

다. Data Deposit은 기본적으로 MGrid의 시뮬레이션 정

보와 결과 파일 및 관련 파일들은 데이터 저장소

(X-SIGMA)에 자동으로 수집되고, 관리고 있지만, 과학

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실험 데이터나 다른 시스템을 이

용해서 얻은 결과 데이터를 등록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Searching & Browsing의 경우에는 데이터 저장소

에 저장되어 있는 실험 결과 데이터 및 분석 결과 데이

터를 실험을 진행한 과학자나, 접근 권한이 있는 다른 

과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 및 브라우징(찾

아가기)를 지원하도록 구현되어 있다. 데이터 저장소

(X-SIGMA)에서 지원하는 통합 검색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도 통합해서 검

색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다른 나머지(Glycan 

Structure, Carbohydrate, Glycoprotein등)은 검색 기능

중에 각 물질에 특화되어 검색 조건을 입력하거나, 특정 

물지에 대한 정보만을 수집하고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한

다.

  과학자에 의해서 검색된 결과 데이터들은 

Re-simulation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MGrid(Computational Server)로 작업 파일(시뮬레이션 

정보 파일)과 Trajectory File들은 MGrid에서 제공하는 

WebService와 RFT(Reliable File Transfer)를 통해서 전

송된다. 이렇게 전송된 데이터들은 MGrid의 Job으로 등

록되고, 과학자에 의해서 실행 Queue에 등록 후 사용 

가능한 자원(CPU,HDD등)이 발견되면 자동 실행되어 결

과를 산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학자는 시뮬레이션 

조건들을 변경하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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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MGrid에서의 시뮬레이션이 완료되면, Publish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 저장소(X-SIGMA)로 

Web-service와 RFT를 통해서 저장되게 되며, 과학자에 

의해서 공개/비공개 여부가 결정되고, 공개 데이터의 경

우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검색되고 실험 결과를 볼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2. 시스템 아키텍쳐

  이후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 얻어진 결과들을 과학자들이 다른 조건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Analysis Server에서는 

CHARMM, NAMD, AMBER와 같은 결과 데이터를 분석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템플릿(Energy 분석 템플릿, 

Solvation 분석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으며, 

Glyco-MGrid를 통해서 과학자들은 쉽게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5.2. 사용자 인터페이스

  Glyco-MGrid는 과학자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는 초

기 화면으로 접근 권한 정책에 따라서, 일반인에게 공개

되는 데이터와 특정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

을 구분하여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초기 화면

  관리자에 의해서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일반 사

용자들이 사용하는 검색 기능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검색

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그림 4>. 각 실험 

조건을 이용하는 검색 및 전체 데이터를 Browsing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검색된 데이터들은 

리스트 형태로 사용자에게 보이고, 사용자는 자신이 원

하는 실험 결과 데이터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한다. 검색 된 데이터들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

어진다. 시뮬레이션 실험의 물질 정보와 실험 조건 정보,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Trajectory File과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 데이터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데이터들을 

과학자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본 시스템에서는 

각 분석 물질과 그 결과에 맞는 View형태로 데이터를 

Report할 수 있는 Toolkit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5>.

그림 4.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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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결과 데이터 Viewer

5. 향후 연구 과제

  Glycomics와 Glycobiology에 대한 연구는 현재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

용한 연구는 많은 컴퓨터 자원을 필요하기 때문에 과학

자들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

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결과들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협

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Glyco-MGird시스

템을 제안하였다. 

  본 시스템은 웹 기반의 검색 질의어 생성에서 분자 구

조를 GUI기반의 형태로 입력하고 검색 할 수 있는 기능

을 구현 중에 있으며, 또한 대용량의 분자 모델링 정보

를 다운 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관찰 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 중에 있으며, 추후 시스템에 적용

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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