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바이오인포매틱스(bioinformatics) 분야가 발전함에 따

라 생명과학 연구의 방향이 개별적인 현상을 연구하던 

기존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많은 유전자나 단백질과 같

은 생체 분자들의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쪽으로 옮겨가

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생물학을 시스템 관점에서 

연구하는 시스템 생물학(systems biology)의 발전을 촉진

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복잡한 생화

학 시스템을 수학적인 모델을 통하여 표현하고 이를 분

석함으로써 그 시스템의 내재적인 기능을 이해하고 환경

의 변화에 따른 반응 양상의 예측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

이라 하겠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화학 시스템이 변화하는 

것을 기록한 데이터로부터 이 시스템의 상태 전이 및 시

스템을 구성하는 각 생화학 물질간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적합한 모델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즉, 
어떠한 방식으로든 물질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구

조를 찾아내야 하고, 서로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표현하는 변수 값들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알맞은 생화학 시스

템 모델을 찾기 위한 시도로서 진화 연산이 사용되어 왔

다. 예를 들면 시간에 따른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의 변

화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연립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모

델을 설정하고 그 방정식의 형태 및 변수 값들을 결정하

기 위한 방법으로 유전 프로그래밍 기법이 사용되었다

[2]. 하지만 시스템의 크기가 커질수록 임의의 형태로 주

어지는 수많은 연립 미분 방정식 중에서 주어진 데이터

에 맞는 구조와 변수 값들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

다.

  따라서 생화학 시스템 이론(Biochemical System 
Theory)[2]에서 제공하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형태의 모

델로서 주어진 시스템을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

러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2절에서 설명할 S-system이다. 
유전자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S-system의 구조 및 변수를 

학습하기 위한 유전 프로그래밍 기법이 [3]에서 제시 되

었으나, 실수 값을 갖는 변수를 표현하기에는 단말 노드

의 형식에 제약이 있어 부적합하다. 또한 유전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을 사용하고 모델의 복잡도를 제한하

는 방법으로 S-system을 학습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4]. 
그러나 이 방법에서도 유용한 구조를 직접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모델의 복잡도

를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성능이 심하게 영향을 받

는다.
  본 논문에서는 S-system의 구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무 구조의 S-tree 표현 방법을 제안하고, 주어

진 데이터로부터 S-tree의 구조 및 그 변수 값들을 효율

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진화 연산 기법을 개발하였다. 제

안된 방법을 두 종류의 생화학 시스템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주어진 데이터가 표현하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모

델링할 수 있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생화학 시스템

의 동적 모델링을 위한 S-system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이것의 나무 구조 형태인 S-tree 표현 기법을 제안한다. 
3절에서는 S-tree의 구조 및 변수 값들을 탐색하기 위한 

진화 연산 기법을 설명하고, 제안된 방법을 적용한 실험 

결과를 4절에서 보인다. 끝으로 5절에서는 결론과 함께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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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화학 시스템이 변화하는 것을 기록한 데이터로부터 이 시스템의 상태 전이 및 시
스템을 구성하는 각 생화학 물질간의 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한 방법으로 S-tree 구조를 제안한다. 이것은 주
로 생화학 시스템의 동적 특성을 모델링 하기 위하여 연구되어 온 S-system을 나무 구조로 표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진화 연산을 통해 주어진 시계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S-tree의 구조 및 그 변수들을 동시
에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구조 탐색을 위해 유전 프로그래밍(genetic 
programming)에서 사용되어 온 나무 구조의 교차 및 돌연변이 연산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구조 탐색 
연산자들을 도입하였고, 또한 동시에 알맞은 변수 값들을 찾기 위하여 확률적 돌연변이 연산을 통한 언덕 
오르기(hill-climbing)를 수행한다. 제안된 방법을 효모의 혐기성 발효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주어진 시스템
을 성공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었다.



2. S-system과 S-tree
  S-system은 다음과 같은 정형화된 형태의 연립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dXi

dt
= αiΠ

j= 1

n +m

X gij

j − iΠ
j= 1

n +m

X hij

j ,          i, j = 1, 2, ..., n

여기서 Xi는 생화학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물질의 농도

를 나타내며, 이 중 n개는 시간에 따라 그 농도가 변하

는 물질이고 m개는 항상 같은 농도를 유지하는 물질이

다. 또한 실수 값을 갖는 gij와 hij는 Xi에 대한 Xj의 영향

을 정량적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음수가 아닌 실수 값으

로 나타나는 αi와 βi는 반응 속도 상수를 의미한다. 그리

고 위 식에서 첫 번째 부분은 Xi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것들을 나타내며, 두 번째 부분은 반대로 감소시키

는데 영향을 주는 것들을 나타낸다. 결국 S-system을 이

용하여 어떤 생화학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총 

2n(n+1)개의 변수 값들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림 1의 위쪽 행렬 표현에서 보이는 바와 같

이 S-system을 정의하기 위한 변수 값들 중에서 g와 h는 

원소의 값들이 대부분 0인 희소 행렬(sparse matrix)로 

나타나게 된다. 즉, 이것은 생화학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물질들은 그 시스템 내에서 몇 개 정도의 물질들과만 상

호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따라서 총 

2n(n+1)개의 변수 값들을 모두 나타낼 필요 없이 0이 아

닌 부분을 찾아내어 그 변수 값들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의 아래쪽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은 S-tree 구조를 제안한다. 먼저 루트 노드

(R)는 S-system을 구성하는 미분 방정식의 개수(n) 만큼 

자식 노드를 갖는다. 즉, 각 서브 트리는 S-system을 구

성하는 n개의 미분 방정식을 표현하게 된다. 그 다음 Xi

노드들은 각 미분 방정식에서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한 2개의 자식을 갖게 된다. 이 때 

그 연결 가중치로는 각각 αi와 βi의 값을 표현한다. gi.와 

hi. 노드는 g와 h 행렬의 각 열에서 0이 아닌 원소의 개

수 만큼을 그 자식으로 갖게 되며, 단말 노드가 그 값이 

0이 아닌 원소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 연결 가중치가 변

수의 값을 표현한다.

3. S-tree의 탐색을 위한 진화 연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측되는 생화학 시스템의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S-system을 나타내는 S-tree를 얻기 위

해서는 0이 아닌 원소의 개수 및 그 위치를 정확하게 표

현하는 S-tree의 구조와 연결 가중치로 표현되는 각 변수

의 값들을 찾아내야 한다. 먼저 구조의 학습을 위하여 

유전 프로그래밍에서 나무 구조의 탐색을 위해 사용되는 

교차 연산을 사용한다. 즉, 두 개의 부모 트리를 고른 후

에 각 부모에서 임의로 선택된 서브 트리를 서로 교환한

다. 이 때 교차점은 같은 Xi 노드나 gi. 또는 hi. 노드가 

선택된다. Xi가 선택된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 중 하나의 

미분 방정식이 교차되는 것이고 gi.나 hi. 노드가 선택되는 

것은 하나의 열이 교차되는 것이다. 또한 임의의 서브 

트리를 선택하여 그것을 임의로 생성된 다른 서브 트리

로 교체하는 돌연 변이 연산도 사용된다. 여기에 추가적

으로 단말 노드를 하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연산과 단

말 노드의 값, 즉 0이 아닌 위치를 나타내는 값을 바꾸

는 연산도 추가 되었다. 이러한 돌연변이 연산자들은 현

재 개체군 내에 없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구조 탐색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αi와 βi의 값 그리고 0이 아닌 gij와 hij의 값을 나타내

는 가중치는 언덕 오르기(hill-climbing)에 의하여 조정된

다. 가중치 변경은 주어진 S-tree를 후위 순회하며 이루

어지게 되는데 이 때 사용되는 변경 값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에서 추출된다. 새롭게 추출

된 값과 원래의 변수 값을 더한 후 새롭게 조정된 가중

치에 의하여 표현된 S-system에 더 좋은 적합도를 갖는

다면 그 값을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의 가중치 값

을 유지한다.
  S-tree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 데이터와의 상

대적인 제곱 오차로 표현한다.

E = Σ
i= 1

n

Σ
t= 1

T 





X i (t )− Xi (t )

Xi (t )
 2

여기서 X'i(t)는 S-tree에 의하여 예측된 값이고, Xi(t)는 

실제로 관측되어 데이터로 주어진 값이다. 또한 T는 주

어진 시계열 데이터 개수이다.
  전체적인 진화 연산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총 N개의 

S-tree를 임의로 생성하여 초기 개체군을 만든 후, 적합

도를 평가한다. 다음으로 개체군에서 임의로 부모 2개를 

선택하여 교차 연산 확률에 따라 교차 연산을 수행한 후 

다시 돌연변이 연산을 그 확률에 따라 수행한다. 이렇게 

하여 λ개의 새로운 S-tree를 만든 후, 각 자손에 대하여 

언덕 오르기를 적용한다. 이 중 적합도가 가장 좋은 μ개

를 선택하여 개체군에서 적합도가 나쁜 개체들을 대체한

다. 여기서 개체군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체군 내에 같은 구조의 S-system을 표현하는 S-tree가 

존재한다면 그 개체를 대체하도록 하였다. 만약 같은 구

조를 나타내는 S-tree가 없다면 적합도가 나쁜 개체들 중

에서 임의로 선택된 것을 대체한다. 이 과정을 정해진 

세대 또는 적합도 평가 회수만큼 반복한 후 가장 제곱 

오차가 적은 것을 해로 돌려준다.
그림 1. S-system의 행렬 표현 및 그에 상응하는 

S-tree의 예 (n=5, m=0)



4. 실험 및 결과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S-system
으로 표시되는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값들을 사용하였다.
dX1
dt

= 0.8122X− 0.2344
2 X6−2.8632X

0.7464
1 X 0.0243

5 X7

dX2
dt

= 2.8632X 0.7464
1 X 0.0243

5 X7

                                                    −0.5239X 0.735
2 X−0.394

5 X 0.999
8 X 0.001

11

dX3
dt

= 0.5232X 0.7318
2 X− 0.3941

5 X8

                                                   −0.0148X 0.584
3 X 0.03

4 X 0.119
5 X 0.944

9 X 0.056
12 X− 0.575

14

dX4
dt

= 0.022X 0.6159
3 X 0.1308

5 X9X
− 0.6088
14

                                                   −0.0945X 0.05
3 X 0.533

4 X− 0.0822
5 X10                            

 

dX5
dt

= 0.0913X 0.333
3 X 0.266

4 X 0.024
5 X 0.5

9 X 0.5
10 X− 0.304

14

                                                 − 3.2097X 0.198
1 X 0.196

2 X 0.372
5 X 0.265

7 X 0.265
8 X 0.0002

11 X 0.47
13

이것은 효모의 혐기성 발효(anaerobic fermentation)를 나

타낸 식(n=5, m=9)으로서[5] 본 논문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5개의 변수와 관련된 구조 및 변수만을 예측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9개의 변수에 대한 값들은 알고 있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Xi의 초기 농도를 (0.2, 1.5, 6.9, 0.009, 2.0)로 설정한 

후, Euler법에 의하여 주어진 연립미분방정식을 총 500 
단위 시간 동안 시뮬레이션하여 매 5 단위 시간마다의 

데이터 값을 진화 연산에서 사용하였다 (T=100). S-tree의 

구조는 단말 노드가 3개 이하를 가지도록 제한했으며, 
개체군의 크기는 1,000이었다. 교차 확률은 0.75, 돌연변

이 확률은 0.6으로 설정하였으며, λ와 μ의 값은 각각 100
과 10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αi와 βi는 [0, 4]에서, gij와 hij

는 [-1, 1]에서 그 값을 찾도록 하였다. 끝으로, 진화 연

산은 3,000세대 후 종료 되었다.
  AMD Athlon MP 2000+ CPU가 장착된 Windows XP 
기반의 PC에서 약 24시간 동안의 수행 후에 상대적인 

제곱 오차가 0.163인 S-tree가 얻어 졌다. 그림 2는 실제  

S-system 식을 이용하여 얻어진 데이터와, 제안된 진화 

연산에 의하여 얻어진 S-tree 구조로 표현된 S-system을 

학습 데이터를 얻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로 주어진 500단위 시간 

내의 시스템 변화 양상뿐만 아니라 그 후 500단위 시간 

동안, 즉 안정화 상태 후의 시스템 양상도 거의 유사하

게 예측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찾은 S-tree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g와 h 행렬에서 21개의 원소가 0이 아닌 값을 갖

고 있었다. 이것은 위의 식으로 주어진 실제 시스템이 

총 23개의 0이 아닌 원소를 갖고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 

결과이다. 또한 αi와 βi의 값들에 대해서도 각각 0.5와 

1.1 정도의 평균 제곱 오차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이 안정 상태로 들어간 후의 결과에서 약간의 오

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2. 실제 S-system과 진화 연산을 통해 얻어진 

S-tree로 표현된 시스템의 시간에 따른 변화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에 의하여 표현되는 생화

학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한 방법으로 

S-system의 나무 구조 형태인 S-tree를 제안하였다. 또한 

주어진 데이터에 알맞은 S-tree의 구조 및 변수 값들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구조 탐색 연산과 확률

적 돌연변이 연산을 통한 언덕 오르기를 수행하는 진화 

연산을 개발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효모의 혐기성 발효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주어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모델

링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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