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Vitro 조절 기전 모델링을 위한 DNA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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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바이오네트웍 모델링은 유전자네트웍, 단백질네트웍, 대사회로, 신호전달회로네트웍등에 대하여 각 요
소간의 관계를 그래프이론을 통하여 표현하는 작업을 말한다. 특히 조절네트웍의 모델링은 다양한 생물학
적 실험 데이터로부터 단백질들간의 활성과 불활성 관계를 유추해내는 것을 말한다. 현재 조절네트웍 모
델링을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있으나 응용적인 측면에서 유추된 네트웍은 활용성이 부족하
다. 본 논문에서는 In Vitro상에서 DNA 컴퓨팅을 이용하여 간단한 연산을 수행함으로서 유전자 조절 기전
을 모델링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DNA컴퓨팅의 연산이 세포의 현재 또는 다음 상태를 In
Vivo 상에서 구현되어 진단 등의 문제에 응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다.

1. 서 론
살아있는 세포들은 수천에서 수만 개의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고, 각각의 유전자는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단백질 생성에
관여하고 있다. 수많은 단백질들은 환경이나 조직의 성장에 따
라 복잡한 경로(pathway)를 형성하는 조절 기작들에 관여한다.
이러한 조절 기작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모델링 또는
회로적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등의 출현은 정상 또는 다
양한 처리(treatments)를 하거나 섭동(perturbation)에 의해서
동시에 수많은 유전자에 대하여 발현 양상의 측정이 가능하게
하였다. 유전자간의 조절 네트웍은 이러한 발현 패턴들의 실험
결과를 통하여 구축될 수 있는데, 이러한 네트웍을 ꡐ유전자 네
트웍ꡑ 이라고 한다. 네트웍의 유추는 기존에 연구된 Boolean
network, Differential equation, Bayesian network (BN),
Dynamic Bayesian network (DBN)등의 알고리즘들이 사용될
수 있다[1][2]. 이중에서 Boolean network은 가장 간단한 형
태의 모델로서 유전자가 발현하여 단백질이 활성화되는지 또는
불활성화 되는지를 이진 코드로 표현하게 된다. 그 밖의 모델
들은 더욱 복잡한 계산에 의하여 유전자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추론하게 된다.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이용하여 생성된 유전자간의 상호관계
는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실제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분자컴퓨팅[3]은 In Vitro 또는 In Vivo상에서 직접 연산
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연산의 수행은 특정 질병의 판별이나 예후를 유추해 낼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유전자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데이터들을 근
거로 DNA 컴퓨팅을 수행하여 세포상의 상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가능성을 검증하
기로 한다. DNA 컴퓨팅을 이용한 세포의 조절 상태 예측은 진
단 등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2. 조절네트웍의 기본구조

생물학적 네트웍의 모델링을 위한 가장 간단한 모델은 불리
안 네트웍(Boolean Networks)이다. 간단한 예를 위하여 단백
질-단백질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조절네트웍을 가정해보자. 시
스템은 특정 t시간에 단백질들을 대표하는 N개의 g1, g2, ...,
gN에 대하여 ON일때 gi =1또는 OFF일때 gi =0의 값을 가지는
이진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진 형태로 요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요소들에 대하여 ON 값에 대해서는 kinase
가 충분한 양으로 발현되어서 어느 정도 임계치(threshold)를
넘었을 때 활성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에 ON
값에 대해서는 발현이 되지 않아서 임계치를 못 넘었을 때 불
활성화 상태를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전체 네트웍관점에서 보면 네트웍 구조는 단백질들의 상호
작용들(연결선)과 네트웍 요소에 할당된 지역함수들의 위상
(topology)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네트웍 요소에 할당된 지역
함수에는 OR, AND, NOT IF등이 있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t시간의 네트웍 요소들 gi(t)의 활성화 상태는 네트웍
상태 S(t) = [g1(t), g2(t), ... , gN(t)] 패턴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동적인 네트웍의 특성은 세포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
다.

3. DNA 컴퓨팅을 이용한 유전자 조절 기전의 상태 예측
DNA 컴퓨팅을 이용한 유전자 조절 기전의 상태 예측을 위
해서는 각 노드와 노드에 해당하는 연산자의 DNA 염기서열 디
자인이 필수적이다. 우선 초기 상태에 해당하는 S(0) = [g1(0),
g2(0), ..., gN(0)] 이진값이 들어오면 다음 상태인 S(1) =
[g1(1), g2(1), ... , gN(1)]로 변하도록 하는 연산자의 디자인이
필수이다. 예를 들어, A, B, C, D의 단백질이 있을때 t+1 상태
는 t 상태의 A, B, C, D 이진값에 의해 결정되는데, A는 C 와
D의 OR 연산자에 의해 다음상태가 정해지며, B는 B자신과 A
의 OR 연산자에 의해 다음상태가 정해지고, C는 A와 B의
AND 연산자, D는 D 와 C의 NOT IF 연산자에 의해 다음상태
가 정해진다.
DNA 서열 디자인에서 출력의 결과는 연산자의 겔 밴드(Gel

band) 패턴에 따라 결정되는데, 작은 두개의 밴드가 보이게 되
면 False이고, 큰 한 개의 밴드가 보이게 되면 True를 출력하
게 하여 쉽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상태의 전
이는 1회 반응 후 결과에 따라 다음 이진 연산자에 해당하는
입력을 넣어주게 된다. AND 연산자는 반드시 A와 B가 1일
때만 true가 되도록 하기 위해 A, B 서열이 Sticky end를 만들
어 AND연산자와 hybridization을 하게 되면 환형 형태의 DNA
구조가 만들어지게 했다. OR 연산자는 두개의 노드중 한 개만
들어와도 OR 연산자와 hybridization을 하여 환형 형태의 DNA
구조를 만들게 되며, NOT IF연산자는 D 노드만 들어왔을 때
NOT IF 연산자와 hybridization을 하여 환형 형태의 DNA구조
를 만들게 했다. 이렇게 환형 형태의 구조에는 제한효소 사이
트가 특이적으로 한 개씩 있게 디자인하여, 제한효소를 처리했
을 때 환형 형태는 1개의 선형구조가, 환형(circle)을 이루지
못한 구조는 2개의 짧은 선형구조가 생산되도록 디자인하였다
(그림 1).

4. 시뮬레이션을 위한 디자인
4.1 DNA Sequence Design 예
A, B, C ,D 노드는 염기서열로 디자인하며 A, B 와 C, D
의 염기서열 끝부분에는 서로 일부분 hybridziation할 수 있는
상보염기서열이 디자인 되어있다. 이 두개의 염기서열이 동시
에 입력으로 들어오면 sticky end인 hybridzation 구조를 만들
어, 연산자와 다시 hybridization을 동시에 하게 되어 환형 형
태의 DNA 구조를 만들게 된다. 또한 OR 연산자에는 연산자
외에 보조 연산자 염기서열이 존재하여 두개의 노드중 한 개의
노드가 들어와도 환형 형태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
다.
A : 5ꡑAGGTCA
C : 5ꡑGGCTAT
B : 5ꡑAGGTTG
D : 5ꡑGGCTTA
위의 서열들은 A, B, C ,D의 각각의 노드에 대하여 디자인
된 올리고들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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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노드의 경우는 전 상태의 A, B에 의해 결정이 되며, A,
B 모두가 들어 와야만 true가 되는 AND 연산자에 의해서 영향
을 받는다. A, B의 올리고는 동시에 존재할 때 서로 상보적인
(complement) 서열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동시에 sticky end
를 만들어 연산자와 hybridization ligation을 한 후 환형 형태
로 만들어진다. 밴드의 형태 또한 A, B 입력이 모두 들어왔을
때만 큰 크기의 밴드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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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전자 조절 상태를 볼 수 있는
연산자와 노드의 디자인. (C AND 연산자)
4. 2 전체적인 실험과정
우선 한 개의 튜브 안에 A, B, C, D 연산자와 OR 연산자
를 위한 보조서열을 동시에 넣은 후 초기상태 S(0) = [g1(0),
g2(0), , gN(0)]의 상태 값에 해당하는 서열 A, B, C, D를 튜브
안에 넣어준다. 즉 상태가 1(true)이면 그 상태에 해당하는 서
열을 튜브에 넣어주고, 만약 state가 0(false)이면 넣어주지 않
는다. 이렇게 hybridization에 참여한 B, C의 서열과 연산자 서
열간의 랜덤 반응(random interaction)과 hydrogen bond
interaction에 의한 specific hybridization을 이루게 된다. 우리
는 이 결과를 검출(detection) 하기 위해, 제한효소 A', B', C',
D'을 처리한 후 나온 서열 product를 gel eletrophoresis과정을
거치면 밴드 크기와 개수에 따라서 결과를 알 수 있다. 우선
큰 크기의 밴드 하나만 보인다면, 환형 형태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므로 true를 의미하는 것이며, 반대로 작은 밴드 두개가 보
인다면 선형 형태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므로 false를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나온 결과를 검출한 후 그 결과에 맞게 다음 상
태를 결정하기 위한 연산을 다시 진행시키게 된다. 이때 모든
material들은 다시 충전하게 된다. 이 실험의 전과정은 Lap On
a Chip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in-vivo 상태
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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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전자 조절 상태를 볼 수 있는 연산자
와 노드의 디자인. (A OR 연산자)
A 노드는 우선 전 상태 C, D의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으
며, C 나 D 둘 중 어느 것이 입력으로 들어오더라도 A의 다음
상태는 true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C 또는 D가 들어오
더라도 연산자와 hybridization ligation을 통해 환형 형태를 만
들도록 하기 위해, 보조 서열(auxiliary sequence)을 추가로 넣
어, C 또는 D의 올리고와 sticky end를 만든 후 연산자와
hybridizaiton, ligation을 이루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제한 효소
를 처리하면 백터 형태의 연산자에 단일(single) 제한효소 사이
트에 작용하여, C 또는 D의 올리고가 입력되었다면, 큰 밴드
(band) 한 개 보일 것이며, 아니라면 작은 것 두개가 보이게
될 것이다.

5. 시뮬레이션
5.1 시뮬레이션 설정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Cell Cycle중에서 APOPTOSIS과정을
모델링하였다. 이러한 Cell Cycle에 관련된 상태 공간 및
attractor는 Wuensche에 의해 제한된바 있다[4]. 실제 모든
가능한 상태 공간은 조합의 급증으로 인한 엄청난 크기를 가지
고 있다. 하지만 모든 상태들이 똑같이 안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네트웍 상태들이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불안정하
다. 따라서 불리안 함수가 수행될 때 주로 이웃하는 상태에만
영향을 준다.
단백질의 상태들은 불안정한 상태의 체인을 따라 바뀌기 때
문에 각 상태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된다. 이러한 현상을
trajectory라고 정의하고 있다. 상태 공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렴하게 되고 루프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S(t+1) = S(t)로 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태
에서는 trajectory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를 attractor라고 부
른다. 구체적으로는 APOPTOSIS과정 중에서 상태 [0,1,0,1]
-> [1,1,0,1] -> [1,1,1,1] -> [1,1,1,0]을 모델링하기로 한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위한 파라미터로서 상태공간에 참여하
는 단백질 수는 4개, 올리고 종류는 총 12개, 반응횟수는 107,
7
올리고 개수는 각 올리고당 10 , 올리고 총수는 12 X 107로 설
정했다. 사뮬레이션의 흐름은 먼저 올리고들을 튜브에 넣고 올
리고 군(oligo population)이 만들어 졌을 때 두 올리고들이 랜
덤하게 선택되어서 Hybridization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
한 후, 튜브에 있는 올리고 양을 조절하게 되는 과정을 나타낸
다. 여기서 랜덤하게 올리고들을 선택할 때 시간에 따른 올리
고 양의 분포를 고려하였다. 시간에 따른 각각의 종류에 대한
올리고 양의 변화는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모두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생할 수 있지만 제안된 방법은 이러한 정보의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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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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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유전자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데이터들을 근
거로한 DNA 컴퓨팅을 수행하여 세포상의 상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가능성을 검증
하였다. 제안된 방법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장점들 중에 하
나는 세포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조절기전 모델링을 in
vitro DNA 컴퓨팅으로 구현하면 실험 생물학적 응용을 위한 여
러 가지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in silico 상에
는 데이터 변형(transformation)이 일어나서 정보의 손실이 발

A Gene
B Gene
C Gene
D Gene

1.E+05

2.

6. 결 론

그림 3 APOPTOSIS 상태도의 시뮬레이션 결과

0.

그림 3은 APOPTOSIS과정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상태는 4단계의 전이를 거치
고 있다. 각 그래프에서 X축은 올리고의 종류(총 12개)를 나타
내고,
Y축은
반응
횟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Z축은
hybridization되어 소모되는 올리고 양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
다. 각각의 상태들에 대한 소모되는 올리고 양의 변화들이 전
체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OR 불리안 함수는 비
교적 많이 사용되는 반면에 AND나 NOT IF 불리안 함수는 비
교적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결과로써
AND나 NOT IF로 인하여 ON이 될 확률은 1/4이기 때문에
hybridization될 확률이 그만큼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는 각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hybridization된 양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각
상태의 초기에는 급격하게 반응이 일어나서 hybridization되는
양이 많다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적
으로 다른 생물학적 반응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도 보여지는
현상이다. 연산에 따라 다음 상태가 결정되는데 그림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각 상태에서 A, B, C, D 각각의 단백질의 량
은 hybridization되는 양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0101->1101
4
로 가는 상태 전이는 A 단백질이 약 5.7 X 10 개가
hybridization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B 단백질은 약 6.5 X 104
개, D 단백질은 약 2.5 X 104개가 활성화된다.
주로 C단백질과 D단백질의 활성화 양은 비교적 A와 B단백
질에 비해 적은데 이는 각 상태의 조건 또는 연산자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C와 D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AND와 NOT IF 연산자가 사용되는데 이는 OR 연산자에 비해
서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다. 실제 실험상에서는 연산자에 의한
양의 차이는 무시될 수도 있다. 상태도 자체가 불리안이기 때
문에 어느 정도의 양으로 hybridization되면 ON으로 설정되게
된다. 생체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전자
발현양의 정도에 따라 활성화되거나 불활성화되는데 그 양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threshold 이상을 넘어야 활성화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생체내에서 일어나는 조절 기작의 모
델링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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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transition

그림 4 각 State에 대한 hybridization된 양의 변화
량 측정 결과
시간에 따른 유전자들의 상태를 토대로 유전자 네트웍 유추
하는 방법 중에서 불리안 네트웍 모델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접
근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태 전이의 예측 방법을 주로 다루
었는데 반대로 유전자 네트웍을 유추하는 방법이 DNA 컴퓨팅
실험으로 가능함을 입증하게 된다면 좀더 복잡한 유전자 네트
웍을 DNA 컴퓨팅으로 유추 방법에 핵심적인 기술을 제공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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