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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 네트워크(PPI network: Protein-Protein Interaction network)를 이용하여 단백질 

기능을 측 하는 것은 단백질 기능 측 기법들 에서 요한 작용을 한다. 하지만 PPI를 이용한 단

백질 기능 측은 기능의 복잡도와 다양성으로 인해 제한 인 결과를 나타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기존의 연구들 보다 높은 정확도로 단백질 기능을 측하기 해 기능 측을 하려는 단백질과 

상호작용 하는 단백질들에 그래  마이닝 기법을 용하여 빈발 2-노드 상호작용 패턴을 찾고, 그 패

턴을 이용하여 단백질 기능을 측하는 근법을 제안하 다. 실험데이터로 DIP(Database of 

Interacting Proteins)에서 제공하는 단백질 상호작용 데이터를 사용하 으며, 다른 기존의 단백질 기능 

측 기법들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1. 서론

   최근 의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백질 기능 

측이 새로운 연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백질의 기능을 

측하고 단백질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 질병을 

방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요성

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단백질의 기능을 알기 해 

수많은 생물학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험 상 단

백질의 수가 무 많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된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이고 좀 더 정확한 단백질 

기능을 측하기 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통한 단백질의 기능 측은 

단백질의 기능  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도

인 과제로 남아 있으며[2], 최근에는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에서 그래  기반 마이닝 방법과 통계학  방법 

등을 이용하여 단백질의 기능을 규명하기 한 다양한 연

구가 시도되고 있다.

   기존의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이용한 단백질 기

능 측 연구는 부분 기능을 알지 못하는 단백질과 상

호작용하는 인  이웃 단백질의 기능 는 그 경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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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능을 측하 다[3]. Chuan Lin은 단백질 기능 측

을 하여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단백질과 공통 이웃을 

가지는 단백질을 이용하여 기능을 측하 다[4]. 이는 기

존의 상호작용하는 두 단백질은 비슷한 기능을 가진다는 

개념을 확장하여 두 단백질간의 직 인 상호작용이 없

어도 공통 이웃을 가질 경우 비슷한 기능을 가진다는 이

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Alexei 

Vazquez는 단백질의 기능을 분류하고, 기능을 알 수 없는 

하나의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 이웃 단백질들이 공통된 

기능을 가진 경우 그 공통된 기능과 비슷한 기능을 가질 

것이라 측하 다[5]. 이밖에도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단

백질과 상호작용하는 이웃 단백질을 이용한 방법들이 단

백질 기능 측을 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이런 방법들은 하나의 단백질이 다양한 기

능을 갖는 경우, 는 상호작용하는 두 개의 단백질이 서

로  다른 기능을 가진 경우 측된 기능과 실제 단백

질의 기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에 있어 

제한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상에 그래  마

이닝을 용하여 빈발 패턴을 추출하 다. 그래 는 각 노

드를 단백질로, 노드 사이의 간선은 두 단백질 사이의 상

호작용을 표 하 다[6]. 단백질의 기능들을 분류하여 각 

노드에 이블 하 으며, 이블을 이용하여 그래  상에

서 2개의 노드를 가진 빈발 패턴을 찾아 기능 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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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Functional Catalogue

01 Metabolism

02 Energy

10 Cell Cycle and DNA Processing

11 Transcription

12 Protein Synthesis

14 Protein Fate

16 Protein with binding Function or Cofactor Requirment

18 Regulation of Metabolism and Protein Function

20 Cellular Transport

31 Cell Rescue 

34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38 Transposable Elements, Viral and Plasmid Proteins 

40 Cell Fate

41 Development

42 Biogenesis of Cellular Components

43 Cell Type Differentiation

행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단백질  기

능의 분류를 해 사용한 카테고리에 한 설명과 그래  

마이닝을 용하여 네트워크에서의 빈발 패턴을 추출하는 

과정을 기술 하 다. 3장에서는 추출된 빈발 패턴을 이용

하여 각 패턴의 정확도를 계산하고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진 패턴으로 기능을 측하는 과정을 기술 하 으며 4

장은 모델 평가를 한 실험  결과 분석을 기술 하 다. 

끝으로 5장에서는 이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그래  마이닝 기법 기반의 단백질 상호작용 

빈발 패턴 추출

   본 논문의 궁극 인 목표는 주어진 PPI 데이터를 이용

하여 그래  마이닝 기법을 용하고 빈발 패턴을 추출하

여 높은 정확도로 단백질의 기능을 측하는 것이다.  

한 단백질 기능의 분류를 해 MIPS에서 제공하는 카테

고리를 사용하 다.

 2.1 단백질 기능 카테고리

   본 논문에서는 단백질 기능의 포  분류를 해 

MIPS에서 제공하는 Funcat(Functional Catalogue 

Database) 카테고리를 사용하 다.[7] MIPS는 독일의 

Max-Planck-Institute Bioinformatics 그룹에서 생성한 단

백질 데이터베이스로 유 체 서열의 기능 분석  분류에 

을 두고 있다[8]. Funcat은 총 27개의 카테고리를 사

용하 으며 각 카테고리는 세부 카테고리로 나 어져 있

다. 한 다양한 생물의 단백질 기능을 이해하기 쉽게 서

술하 다. 

 실험을 해 DIP에서 제공하는 Saccharomyces  

cerevisiae 단백질 상호작용 데이터를 사용하 으며[9], 이

를 해 Funcat의 체 카테고리  16개의 카테고리를 

사용하 다. 한 하나의 단백질이 다수의 기능을 가질 경

우, 하나의 카테고리가 여러 단백질에 복 되는 것을 허

용하 다.

<표 1> Funcat 단백질 기능 카테고리 

 2.2 빈발 패턴 추출

  본 논문에서는 방향성과 가 치가 없는 그래 로 단백

질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표 하 다.[6] 그래 는 G(V,E)

로 표 된다. V(v1...vn)는 각 단백질을 나타내는 노드의 

집합이며, E(e1...en)는 노드간의 연결, 즉 단백질간의 상호

작용을 나타내는 간선들의 집합이다. 단백질 기능 카테고

리 집합 F(f1...fn)은 각 노드 단백질이 가진 기능에 따라 

이블 하 으며 기능을 알지 못하는 단백질은 

{Unknown}으로 이블 하 다.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 안에서 빈발 패턴을 추출하

기 해 aprior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10.] 알고리즘은 그

래 안의 기능을 알지 못하는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 이

웃단백질들의 이블을 이용하여 모든 2-노드 패턴을 탐

색하고, 사용자가 정한 최소 지지도 값을 넘지 못하는 패

턴을 가지치기 단계에서 제거하여 빈발 패턴을 추출한다. 

여기서 2-노드 패턴은 단백질 기능을 측하려는 단백질 

노드와 상호작용하는 두 이웃 단백질의 기능들을 말한다. 

그림1은 최소 지지도를 2로 정했을 때 그래  안에서 2-

노드 빈발 패턴을 탐색하는 를 보여 다. 기능을 알지 

못하는 단백질 노드는 Unknown으로 이블 하 으며, 그

것의 이웃 단백질들은 각각의 단백질이 가진 기능에 따라 

이블 하 다. 

 (그림 1) 2-노드 빈발패턴 추출

3. 단백질 기능 측

   기능을 알지 못하는 단백질의 기능을 측하기 해, 

 단계에서 추출한 2-노드 빈발 패턴들을 검색하고, 패

턴들을 이용하여 기능을 측하 다. 여기서 2-노드 빈발 

패턴은 알고리즘에 의해 발견된 패턴  최소 지지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빈도수를 가진 패턴을 말한다. 단백질 

기능 측 단계는 다음과 같다.

 각각의 빈발 패턴이 클래스 측을 해 가지는 정확

도 (Accuracy)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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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 match Inclusive match

Pattern-Mining 
Method

0.688 0.820

Neighbor Counting 
Method

0.440 0.758

 


            식 (3.1)

여기서 r은 단백질 패턴으로부터 단백질 기능 이블 

의 rule을 말하고, p는 측하려는 단백질 P와 상호작

용하는 2-노드 빈발 패턴을 말하며, f는 단백질 기능 

이블을 말한다. 

 각 후보 패턴을 패턴이 가지는 정확도에 따라 내림차

순으로 정렬하여 정확도가 가장 높은 패턴이 가지는 

기능을 Unknown의 기능으로 측한다. 

(그림 2) 패턴의 정확도를 이용한 기능 측

(그림 2)는 발견된 2-노드 빈발 패턴을 이용하여 패턴 각

각의 정확도를 계산하는 과정의 를 보여 다. 먼  

Unknown으로 이블된 노드와 상호작용하는 2-노드 빈

발 패턴을 이용하여 Unknown의 기능을 측한다. 측된 

기능에 따라 3-노드 패턴을 정렬하고, 체 네트워크에서 

측된 3-노드 패턴의 빈발도를 카운  하여 정확도를 계

산한다. 측된 3-노드 패턴  가장 정확도가 높은 패턴

을 이용하여 단백질의 기능을 측한다. (그림2)에서는 2-

노드 빈발 패턴 {f1,f2}-{f1,f2,f4}을 이용하여 기능을 {f1,f2,f4} 

으로 측하고, 체 네트워크에서 {f1,f2}-{f1,f2,f4} 패턴을 

포함하는 3-노드 패턴을 찾아 그  측된 

{f1,f2,f4}-{f1,f2}-{f1,f2,f4}패턴의 비율을 계산하여 정확도를 

측정한다. 

4. 실험 평가

 4.1 데이터

   논문에서는 DIP(Database of Interacting Proteins)에서 

제공하는 단백질 상호작용 데이터를 사용하 다. DIP는 

생물학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단백질 상호작용을 데이

터를 가진 표 인 웹사이트  하나이다. 우리는 DIP가 

가지는 몇몇 생물 종의 데이터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

진 Saccharomyces cerevisiae 데이터를 사용하 다. DIP

에서 제공하는  Saccharomyces cerevisiae 데이터는 1274

개의 단백질 노드와 3222개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4.2 기존 단백질 기능 측 기법과의 비교

   본 논문에서 제안한 패턴 마이닝 기법의 성능을 평가

하기 해 기존의 Neighbor Counting 기법과 정확도를 비

교하 다. 정확한 비교를 해 본 논문에서 사용한 

Saccharomyces cerevisiae 데이터를 용하 다. 정확도는 

단백질 기능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와 부분 으로 일치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표 2>에 나타내었다. 두 경우 모

두에서 Pattern-Mining Method가 Neighbor Counting 

Method 보다 높게 측정되어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표 2> Pattern-based Method 와 Neighbor Counting 
Method의 정확도 비교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단백질 기능을 측하는데 을 두었다. 기존의 방법과 

달리 그래  마이닝 기법을 용하여 기능을 모르는 단백

질과 상호작용하는 빈발한 2노드-패턴을 찾고, 발견된 패

턴들이 가지는 정확도를 계산하여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

지는 패턴의 기능을 측에 사용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한 방법을 평가하기 해 DIP에서 제공하는 

Saccharomyces cerevisiae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확도를 

측정하 다. 정확도는 측된 단백질 기능이 실제 단백질 

기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와 부분 로 일치하는 경우

를 구분하 으며, 각각 0.688과 0.820의 정확도를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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