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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디지털의 상용화와 경제화로 인하여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빅데이터 시대에 접어들면서 의료 데이터의 수요와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의료계
에서도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발생 예측 모델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방대한 데이터의 관리와
저장의 필요성과 함께 데이터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
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료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데이터 시각화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료서비스디자인, 헬스케어디자인 등과 같이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류시원 외 2013). 한 예로, 미국 NIH의 Pillbox1)는 공
공보건 부문의 대표적인 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례로서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알약 또는 캡슐
형태의 약물에 대한 복용량, 부작용, 주의사항 등의 의학 정보들을 직관적으로 표현하여 소비자의
의료 데이터 활용도를 향상시켰다.
단백질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단백질체학(proteomics) 등의 분야에서도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을 인
지하고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효율적으로 시각화해주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
만, 네이처 등의 학술지를 살펴보면 여전히 리스트 형(list type), 그래프 형(graph type), 트리 구조
형(tree structure type)과 같이 2D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 자료에 의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최은규

외

2007,

60-67).

서울대학교

의생명지식공학연구실(Biomedical

Knowledge

Engineering Laboratory, 이하 BiKE)2)에 따르면, 사이토스케이프(cytoscape)등과 같은 네트워크 시
각화 도구는 수만 개 이상의 단백질 상호작용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 할 수 있는 소프트웨
어 플랫폼으로 구현되어 있다. 그러나 사이토스케이프의 경우 한 세포 내에 많은 단백질 사이의 복
잡한 상호작용을 데이터 간의 관계에만 의존해 시각화하고 있는 표현방식의 문제, 그리고 노드와 엣
지의 집합으로만 이러한 관계들이 레이아웃 되는 등 다양한 요소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아직 사용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 시각화의 대상
들을 분석하여 유전자 데이터의 시각화, 특히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 데이터의 시각화에 접목시
킬 수 있는 요소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규명된 요소들을 활용해 궁극적으로는 단백질 상호작
용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각화 도구를 구현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단백질체학의 관점에서 정상인과 암환자 간의 데이터 비교를 시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각화 과정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의생명공학 연구실에서 제공한 전립선암 환자의 단백질 상호작
용 네트워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정보 디자인 이론에 관하여
Jacques Bertin의 시각적 변수(Visual Variable)의 문헌 자료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단백질 상호작
용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적용할 시각화 요소를 규명하고자 한다. 단백질 발현량, 세포 내 위치변화
등 단백질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시각화하는 단계에서는 다이나믹 정보 디자인을 분석하고 본 연
구에 응용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핵심인 프로토타입 기획 과정은 본 연구원들이 실제로 적용
하고자 하는 단백질 데이터를 일부 발췌하여 세포 내에 해당 위치에 분류하고 이를 그래픽 요소로
시각화하여 3D로 제작한 세포 모형에 활용하였다.

1) 백승민,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산업 신산업 전망 및 정책방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pp.5-6에서 재인용
2) http://bike.snu.ac.kr/, 현재 서울여대 의생명예술디자인교육센터(Bio-Medical Arts & Design Education,
http://bmade.org/)를 중심으로 BiKE lab과 연세대학교 미디어아트 & 디자인연구센터, Play Makers Lab
(http://www.playmakersworkshop.com)와 함께 삼자 공동연구협력 체계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협
력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미디어아트 전공과 디자인 전공 수업에서 진
행된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BiKE lab과 공동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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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디자인과 시각적 변수
2-1. 정보 디자인의 개념
정보 디자인은 사용자가 목적에 따라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데이터를 의미 있게 조직화하
고 전달하는 과정인데, 이는 정보 시각화의 단계와 정보 구조 디자인의 단계를 포함한다. 정보 디자
인은 Hamilton이 1970년에 출간한『컴퓨터 시대를 위한 그래픽 디자인으로』에서 최초로 “정보 디
자이너”라는 용어를 소개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3) 정보 디자인의 보편적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
중 하나는 데이터가 정보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데, 복잡하거나(complex) 비조직화
(unorganized), 비구조화(unstructured)된 데이터가 가치 있고(valuable), 의미 있는(meaningful) 정보
로 전환되는 과정을 정보 디자인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류시천 2004, 206).
정보 디자인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으로 이는 Sless(1990)가 정보
디자인이란 인간이 접근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정의한 데
에서 살펴볼 수 있다.4) Dogaards(1994)는 정보 디자인이란 특정 영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정보가 의도된 과정으로 변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 정의에서는 정보가 표출되는 과정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5) 1996년에 접어들면서 정보 디자인은 사용 편의성(usability)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였으며, 정보 디자인의 개념은 이후에도 계속 변화를 거듭하여 정보가 표출
되는 환경적 관점, 정보의 조직화 문제, 정보가 표출되는 전후 맥락 등에 대한 문제가 핵심 개념들
로 부각되기 시작했다.6)
이처럼 정보 디자인은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그 개념이 정의되고 있으나 현시
점에서 정보 디자인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초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보의 흐름과
구조를 강조한 관점으로 정보가 쓸모 있고 유용하게 만들어지도록 정보를 조직화하는 기술로 이해
하는 측면이다. 둘째, 사용자를 디자인의 중심에 둔 관점으로 정보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이고 능률적
으로 전달하여 사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모든 정보 디자
인의 목적은 정보를 생산하는 것 그 자체 보다는 정보가 사용되는 목적 수행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
로 귀결되는데, 예를 들어 길 찾기를 위한 정보 디자인의 목적은 표지판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닌 사
람들이 선택한 목표 지점에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Jacque Bertin(1967)은 시각
적인 수단에 의한 정보 전달에 있어서 시스템적 접근을 시도했는데, 그는 7가지 기본적인 시각적 변
수를 나열하고 또한 의미있는 표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변화하는 시각적 변수'들의 지각적 요소의
다양한 효과들을 제시했다.7)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정보의 경우는 다양한 시각적 변수
가 일어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Jacque Bertin의 정보 구조화를 참고하고자 한다.

2-2. Jacque Bertin의 시각적 변수
데이터가 정보로 발전하는 정보 디자인 과정은 크게 정보의 구조화(organization)와 정보의 시각화
(visualization)로 나누어 볼 수 있다(강성중, 2006). 정보의 구조화는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분류, 정
렬, 그룹 짓기,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의 시각화는 데이터가 인간이 지각하기 용이한 시각
3) Hamilton, E., Graphic Design for the Computer Age: Visual Communication for All Media, Van Nostrand
Reinhold, 1970 (김효일, 미디어 카니발리즘으로 본 정보디자인의 진화, 디자인지식저널, 2010, pp.49-58에서 재
인용)
4) Sless, D. 외 2명, Information design methods and productivity in the insurance industry, Information Design
Journal, 1990, pp.103-129
5) 류시천, 정보디자인 유형과 수준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04, p.207 표에서 재인용
6) 류시천, 정보디자인 유형과 수준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04, p.206 재인용
7) Simone G, 외 2명,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Visual Variables for Geographic
Information Visualization, 2009, p196 번역하여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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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조를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를 통해 얻어
지는 정보량 중 80%가 시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인간은 주로 시각에 의존해 정보를 인식하고 사
고하고 행동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정보가 어떤 형태와 모습으로 수용자에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정보의 전달과 이해의 효율 및 완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정보의 시각화란 사
용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 전달을 위해 그래픽 요소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정보로서의 의미가
생성되도록 형상화하는 것이다.

<그림 1> Jacques Bertin의 Visual Variables

정보 시각화는 기본적으로 시각적 요소를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관련되며, 각각의 시각적 요소는 형
태와 색상 등의 개별 속성을 지닌다. 그리고 여러 요소와 속성들이 한데 어울려 특정 의미를 전달한
다. 프랑스의 지도학자(cartographer) Jacques Bertin은 정보 표현을 위한 그래픽 요소들의 분석과
정의를 통해 정보의 시각화 방법을 <그림 1>8)과 같이 위치(position), 크기(size), 명도(value), 질감
(texture), 색상(hue), 방향(orientation), 형태(shape)의 일곱 가지 시각적 변수들로 제시하였다.
현재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 데이터의 시각화는 Jacques Bertin이 제시한 정보 시각화 표현 요소
들 중 위치, 크기, 색상, 형태의 요소를 활용하는 정도에만 머물러있다. 네이처 학술지에 기재 된
Matan Hofree 외 4명의 난소암 네트워크 시각화 방식<그림 2>9)을 예로 들면 개별 단백질을 나타
내는 노드는 동일한 원의 형태에서 위치와 색상, 그리고 크기로, 단백질 간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엣
지는 선의 굵기라는 요소만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유전자가 발현된 형태인 단백질에 대한
연구가 늘고 있으며 단백질의 3차원 구조, 단백질의 서열 등 단백질에 관한 많은 정보가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시각화 방식으로 이러한 정보를 표현하기에는 한계점들이 많다. 단백질은 서로
다른 분자들의 기하학적인 상관관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 자료 구조를 담으면 분
자들이 분포한 공간의 다양한 기하학적 특성을 통해 단백질의 구조 및 상호작용 정보를 효과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다.

8) Bertin, Jacques. Semiology of Graphics: Diagrams, Networks, Maps. Redland: ESRI Press, 2010. 불어로 된
원문은 1974년에 초판되었음. (DiBiase, D. 외 3명, Animation and the Role of Map Design in Scientific
Visualization, Cartography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1992, p.204에서 재인용)
9) Matan Hofree 외 4명, Network view of genes with high network-smoothed mutation scores in Human Net
ovarian cancer subtype 1 (relative to scores of other subtypes). From Network-based stratification of tumor
mutations, Nature Methods 10, 1108–1115. 2013의 논문이 기재 된 네이처 학술 사이트
(http://www.nature.com/nmeth/journal/v10/n11/fig_tab/nmeth.2651_F5.html)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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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atan Hofree 외 4명의 난소암 네트워크 시각화

본 연구는 단백질의 구조와 상호작용 영역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2차원적인 정보 시각
화 방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동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을 가진 다이나믹 정보 디자인의 요소를 추가
조사함으로써 새로운 네트워크 시각화 도구 구현에 활용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다이나믹 정보 디자인의 개념과 동적인 속성에 대해 논의한다.

3. 다이나믹 정보 디자인
3-1. 다이나믹 정보 디자인 개념
다이나믹 정보 디자인이란 환경의 동적인 변화를 통해 정보를 새롭게 표현하는 디자인의 개념
이다. 다이나믹 정보 디자인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전달하기 위한 정보의 구조나 표
현, 수신자의 반응이나 행위, 혹은 피드백에 의해 변화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다룬다. 기존의 정보 디
자인과 비교했을 때, 다이나믹 정보 디자인은 다양한 상황이나 목적, 혹은 대상에 적합하게 변화하
는 상호작용적(interactive)이고 동적인(dynamic) 특성을 가지는데 이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
적인 속성들을 포함하는 디자인이다. Robert(1994)는 다이나믹 정보 디자인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적이고 동적인 특성은 기존의 정보 디자인(2D design)에서 고려되어 온 색, 형태, 재료 등 정적
인 디자인 요소와는 다른 새로운 특성이라고 소개하였다.10)
<표 1> Robert의 다이나믹 정보 표현 요소 분류

요소 구분

정적 정보

그래픽

형태, 색상, 크기, 위치, 길이

길이, 폭

애니메이션

속도, 방향, 방위

속도, 방향, 방위

인터랙션과 네비게이션

패닝, 페이지 이동

줌인, 줌아웃, 회전, 장면이동

사운드

동적 정보

소리 방향, 높이, 길이, 음색

3-2. 다이나믹 정보 디자인 분류
Wong(1995)은 가변적인 형태의 특징을 차원(dimension)과 방식(manner)이라는 두 가지 기본 개념
으로 설명하였다. 차원(dimension)은 ‘무엇이’ 변화하는가를 설명한다. 방식(manner)은 ‘어떻게’
그 행태가 변화하는가를 설명한다.11) 무엇이 변화하는가에 해당하는 차원(dimension)은 변화
대상의 물리적인 속성인 형태, 색, 외곽 라인, 구성 등 기존의 정적인 요소들과 관련된다. 반면,
10) Robert, A., 4D DESIGN: Interaction among Disciplines at a New Design Frontier, Design Management
Journal, 1994, pp.26-34 재인용
11) Wong, Y.Y., “Temporal Typography: Characterization of Time-varying Typographic Form”, MS Thesis,
MIT, 1995,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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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변화하는가와 관련된 방식(manner)은 개념적 수준에서 변화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
되며, 방향과 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키네틱 타이포그라피에서 글자가 회전하는 운
동은 글자의 위치와 방향이라는 공간의 속성이 변화하는 것이다. 글자가 천천히 깜빡이는 애니메이션은
글자 이미지의 투명도라는 속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한편, 다이나믹 정보 디자인 분야는 기존
의 시각적이고 평면적인 2D 디자인에서 시간 개념이 더해진 분야와 입체적이고 공간적인 3D 디자인에서
시간 개념이 더해진 분야로 구성될 수 있다. 입체적인 3D 공간 속에서 가변하는 다이나믹한 속성은 방향,
동선, 볼륨, 속도의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Young et al. 2006, 6-12).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시각화 도구는 다이나믹 정보 디자인의 가변적인 특징
중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차원을 활용하고자 한다. 박진영(2007)은 그의 연구에서 <표
2>12)와 같이 다이나믹 정보와 적용 양식 매트릭스를 제안하였는데, 그중에서 본 연구의 프로토타입에 적
용 가능한 속성들로는 방향, 동선, 크기 등의 공간적인 속성과 빠르기, 연속성, 리듬의 시간적인 속성을 선정하
였다. 이와 같은 속성들을 본 연구의 프로토타입에 적절히 적용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여러 사례를 통해 다이나
믹 정보 요소 및 특성의 활용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표 2> 다이나믹 정보와 적용 양식 매트릭스

위치/방향
시각적
변화
(스크린)

크기

크기가 변하는 속도

색

색이 바뀌는 빠르기

투명도

시각적
변화
(공간)

청작적
변화
촉각적
변화

빠르기
(Tempo)
위치, 방향이
변화하는 속도

투명도가 바뀌는
빠르기

위치/방향

움직임의 속력

개체의 크기

개체의 크기가
변하는 속도

색상

색이 바뀌는 빠르기

밝기

밝기 변화의 빠르기

사운드
온도, 압력,
진통 등

빠르기
온도, 압력, 진통
변화의 빠르기

연속성
(Connectivity)
위치, 방향 변화의
단절 혹은 연속
크기 변화의 단절
혹은 연속
색이 바뀌는 변화의
단절 혹은 연속
부드러운 전환 혹은
컷
위치, 방향 변화의
단절 혹은 연속
개체 크기 변화의
단절 혹은 연속
색이 바뀌는 변화의
단절 혹은 연속
깜박임과 dimming
소리가 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

강도
(Intensity)
위치 이동 거리,
방향 전환 각도
크기의 변화 간
정도의 크기
색이 변화하는
정도의 크기
투명도 변화 정도의
크기
위치 이동 거리,
방향 전환 각도
크기의 변화 간
정도의 크기
색이 변화하는
정도의 크기
밝기의 정도

리듬
(Rhythm)
위치, 방향 변화의
규칙

음의 강약

음의 리듬

온도, 압력 변화의
중지, 진통의 멈춤

온도나 압력의 정도,
진통 세기

변화의 규칙

크기 변화의 규칙
색 변화의 규칙
투명도 변화의 규칙
위치, 방향 변화의
규칙
개체 크기 변화의
규칙
색 변화의 규칙
밝기 변화의 규칙

3-3. 다이나믹 정보 디자인 사례
송진오(2007) 등이 진행한 <그림 3>의 항공기 상태 전이정보를 이용한 비행경로 시각화 기법 연구를 보면
공중상황의 실시간 정보에 상태 전이 비행경로를 추가하여 시각화하는 기법이 제안되고 있다(172-177). 항
공기의 비행은 대부분 3차원 공간상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중공간의 항공기는 2차원에서 이동하는 자동
차와 달리 비행패턴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가속과 감속, 상승과 하강, 직진과 선회비행을 하며 가속하면서
하강하거나, 감속하면서 상승하는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특징을 갖는 비행패턴은 3차원 공간상에서만 가능
한 복잡한 이동패턴들이다. 대부분의 공중상황 시각화 시스템은 복잡한 3차원의 공중 공간을 단순한 2차원
평면으로 표현하고 항공기와 기타 중요지점을 기호화하여 시각화한 반면, 본 사례는 종합적인 공중 공간 상
황을 3차원 공간에 맵핑하여 많은 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여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
공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었다. 두 번째 사례는 <그림 4>의 MIT Seung Lab에서 개발한 두뇌 맵핑 게임인
아이와이어(Eye Wire)13)이다. 최근 뇌의 영역이나 신경세포에 대한 연구보다는 그것을 연결하는 시냅스의
구조와 활동 원리를 파악하기 위한 커넥톰 프로젝트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커넥톰(connectom)이란
신경계의 기본 세포인 뉴런들 사이의 연결 총체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뇌의 지도’를 의미한다. 아이와이어

12) 박진영, 엠비언트 미디어의 주변적인 정보 표현을 위한 동적인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2007, p.56
13) Eye Wire (http://eyewi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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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00억개의 뉴런들이 회로처럼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뇌의 지도를 과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쉽게 참여해 완성해 나가는 일종의 시민 참여 게임이다. 3차원적인 공간 안에 2차원적인 복잡한 신
경 세포의 구조를 맵핑함으로써 일반 사용자의 이해 폭을 향상시켰다.

<그림 3> 공중작전 상황인식을 위한 3차원 가시화

<그림 4> Eye Wire

정상 세포에서 암세포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백질의 시간에 따른 공간 내 위치변화, 발현량
의 변화 등 시간과 공간, 수량을 표시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프로토타입의
가변적인 형태는 세포 내의 단백질 위치의 변화에 따른 정상에서 암으로의 세포 성격의 변화를 나
타내는 차원(dimension)과 세포 내의 양적인 데이터인 단백질 발현량의 변화 등을 표현하여 세포가
어떻게 형태가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manner)을 적용한다. 또한, 단백질 위치 변화를 단백질
개별 데이터의 흐름이 3D 세포라는 공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투명도를 조절하여 보여지도록 표
현하고자 한다. 단백질의 발현 정도는 단백질 오브제의 수량을 늘리고 줄이는 양적인 데이터 변화와
발현 정도에 따른 색의 변화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앞서 송진오 등이 진행한 비행경로 시각화 기법 연구에서는 복잡한 비행패턴을 3차원의 공간에서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정보들을 누락시키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본 연구의 프로토타입에서도
단백질이 지니고 있는 시간에 따른 위치변화, 공간변화, 네트워크 변화, 발현량 변화 등 다양하게 중
첩된 정보들을 사용자가 모두 살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참고하고자 한다.
단백질 신호는 단백질 간, 세포 내에서 세포 외부로,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외부로부터 섭취한 음식물 등을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몸의 개체에 필요한 부분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등
우리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각종 화학반응에 관여한다.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 성격,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세포 단계에서 장기 단계, 신체 단계로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MIT Seung
Lab의 아이와이어는 1,000억 개의 복잡한 뉴런의 상호작용을 3차원의 지도로 표현함으로써 사용자가 복잡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 연구의 프로토타입에서도 단백질 정보의 상위 단계, 하위 단계의 관
계를 표현하기 위해 아이와이어의 3차원 지도를 적용하고자 한다.

4. 프로토타입 기획
4-1. 대상 선정
본 연구는 단백질 네트워크 시각화 툴에 대한 모색으로서 암 환자의 단백질 변화 과정을 시각화시
키는 것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샘플이 확보된 전립선 암환자의 변이를 그 시
각화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암 상태 단계별(Cancer stage) 단백질의 변화를 다이나믹한 네트워크
구조 안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화 툴을 제안하기 위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로 한다.
이는 기존의 단백질체학 빅데이터 연구자들이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시각화 툴을 참
고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현재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개선된 방식과 다양한 관점을 적
용시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화 툴과 방법론 제안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프로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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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정보시각화 관점에서 단백질체학 빅데이터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시각화 가능성을 제시하며, 실
제 활용할 수 있는 툴을 제작하기 위한 선행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암세포는 단백질 발현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단백질은 우
리 몸을 구성하는 것뿐 아니라,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세포나 조직에서 필요한 물질의 생산, 우리
몸의 생리작용 조절, 에너지 대사 등 다양한 신체 작용에 관여한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것을 소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도 단백질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단백질은 DNA의 유전정보가
전사(transcription)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mRNA가 다시 번역(translation) 되어 만들어진다. 단백
질의 발현량, 발현 위치 변화, 단백질 간 상호작용 등의 변화는 세포 수의 비정상적인 증가와 세포
변이 등의 결과를 만들기도 하며 조절 작용을 잃게 된 세포는 암세포로 변형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근거로 단백질체학 연구자들은 정상인들과 암환자들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변화가 암의 발생과 진행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암의 예방, 맞춤 처방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4-2. 기획 방향
4-2-1. 기존 단백질 네트워크 시각화 요소
단백질 네트워크 시각화는 노드(node)와 엣지(edge)로 구성된 일반적인 네트워크 형태로 이루어진
다.14) 노드는 개별 단백질을, 엣지는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이를 기본 바탕으로 발현량,
상호작용 등의 변화 정보를 위치, 크기, 색등 시각적 변수를 사용해 표현한다. 시각적 변수의 사용에
있어서는 정해진 규칙은 없으며,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에 따라 매번 새롭게 적용된다.

<그림 5> 노드와 엣지

4-2-2. 기존 단백질 네트워크 시각화 분석
본 연구는 먼저 단백질 네트워크 시각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TRIP Database의 Interaction Map15)
을 선행연구 자료로 참고했다. TRIP Database는 TRP(Transient Receptor Potential) 채널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 단백질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이다. 의생명 빅데이터 연구자들이 단백질들의 상호작용
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노드와 엣지를 활용해 시각화 형태로 제공하고 있
는

것이

Interaction

Map이다.

Interaction

Map은

<그림

6>과

같이

Subfamily와

PPI

(Protein-protein Interaction) Category가 속한 메뉴 영역과 단백질 네트워크 시각화가 보여지는 화
면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Subfamily는 TRPC, TRPV 등 총 7개 종류의 TRP 채널을 기준으로
전체 데이터를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색을 통해서 구분하고 있다. 화면 영역에서 개별 노드를 클릭하면 <그
림 7>과 같이 해당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 단백질들만 보여지고, 개별 노드에서 활성화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된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선과 글씨가 모두 붉은색으로 변화했다. 또한, 노드를 더블 클릭하면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PPI Category는 정보의 획득과정과 정보량에 따라서
Screening, In vitro validation, In vivo validation, Characterization, Functional consequence 등으로 구분했
으며, 이는 개별 혹은 중첩의 형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Trip Database의 Interaction Map은 노드와 엣지를 기반으로 하여 단백질 네트워크를 시각화하고

14) 임진묵 외 10명, A network perspective on unraveling the role of TRP channels in biology and disease,
Pflügers Archiv, 2014. pp.173-182
15) TRIP Database Interaction Map (http://www.trpchannel.org/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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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nteraction Map의 화면 구성

<그림 7> 개별 단백질의 Interaction 표시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복잡한 배치와 선의
중첩은 정보의 명확한 전달력을 저하하여 사용자에게 시각적인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매번 사
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변화하는 개별 노드의 위치, 혹은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 가능한 노드 위치 변경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단백질의 배치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4-2-3. 기획 방향 연구
한편,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암의 전이과정을 나타낼 때, 암세포 내에서 단백질 변화가 진행되는 ‘시
간’과 변화 과정에 따른 단백질 객체들의 위치 변화인 ‘공간’은 시각화에서 표현되어야 할 중요한 요
소들이다. 하지만 Trip Database의 Interaction Map을 포함한 2D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표현방법
으로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요소를 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포라는 3D 공간
안에서 단백질이 변화해가는 현상을 다이나믹 정보 디자인을 적용하여 담아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
의 단백질 데이터베이스를 응용하여 위치가 변화한 단백질, 발현량이 비정상적으로 변한 단백질 등
을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표현 방법을 제시한다.

4-3. 정보 조직화
4-3-1. 단백질 종류
프로토타입 제작에 필요한 단백질 종류는 TRIP Database16)를 통해 수집했다. TRIP Database는
TRP(Transient Receptor Potential) 채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데, TRP 채널이란 신호전달 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슘이온(Ca++) 채널을 의미한다. 이러한 TRP 채널의 기능은 다양한 세
포의 단백질 상호작용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TRIP Database에서는 TRP 채널, 그리고 TRP 채널과
상호작용을 하는 단백질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17) 제작에 사용한 데이터는 전립선 세포에
위치한 28개의 TRP 채널, 그리고 그와 상호작용하는 440개의 단백질이다.
4-3-2. 단백질 위치
먼저 기존의 네트워크 시각화 구조에서 2D 공간에 추상적이고 관계적으로만 표현되는 단백질 네트워크
구조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때 보이는 세포 구조 안에서 보다 물질적인 공간의 구조를 배경으로 시각
화되면 좋겠다는 단백질체학 연구자들의 제안에 따라 단백질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때
단백질의 위치 데이터는 (x,y,z)로 이루어진 정확한 좌표값이 아니라 세포 속에서 단백질이 위치하는 세
포 소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먼저 본 연구자들은 Gene Ontology Consortium에서 제공하는
AmiGO218)툴을 통해 단백질의 위치를 조사하였다. 주요 위치는 세포막(Plasma Membrane), 세포핵

16) TRIP Database (http://www.trpchannel.org/)
17) 신영철 외 8명, TRIP Database 2.0: A Manually Curated Information Hub for Accessing TRP Channel
Interaction Network, PLoS ONE, 2012. pp.1-7
18) AmiGO2 (http://amigo2.berkeleybop.org/am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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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us), 세포질(Cytoplasm), 골지체(Golgi Apparatus), 미토콘드리아(Mislocation) 등으로 구분했으며,
해당 세포 소기관 안에서 랜덤값을 적용해 단백질을 배치시켰다.
4-3-3. 단백질 발현량
단백질 발현량은 Gene Expression Omnibus19)에서 제공하는 Datasets을 이용했다. 개별 환자의 데
이터 세트를 암의 단계별로 나누어 정리한 뒤 평균값을 만들어 이를 대표 발현량으로 지정했다. 예
를 들어 GSE21034라는 전립선암 환자 샘플을 검색했을 때 370개의 샘플이 보여지는데, 이 중 동물
데이터를 제외하면 356개의 데이터 세트가 남는다. 또한, 한 사람의 데이터를 각각 두 가지의 방식
(exon, transcript)으로 분석해 놓았기 때문에 총 178명의 데이터란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번 연구에서는 단계별로 발현량의 평균값을 사용했지만, 추후에 개개인의 데이터를 표현해내는 방법
이 가능해지면 개별 환자의 변화 추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4-4. 프로토타입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 상의 전립선 암환자의 암세포변화 단계별 단백질의 변화를 다이나믹한 네트
워크 구조 안에서 표현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BioScope>을 제작하였다.
4-4-1. 그래픽요소
본 프로토타입은 세포의 공간 안에서 단백질의 위치와 변화를 구현하는 것으로 세포는 기본 모형을
따라 3D로 제작했다. 세포 전체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은 반으로 잘라 안에 다른 부분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단백질은 노드로 표현했으며, 이름과 발현량을 함께 표시했다. 또한, 단백질이 가
지고 있는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세포 소기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단백질을 배치시켰다.

<그림 8> 3D 공간에서 구현한 세포와 단백질

4-4-2. 인터페이스 구성
인터페이스 구성은 크게 메뉴 영역과 화면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9>. 메뉴는 검색(Search), 단
계(Level of Dimension), 암병기(Cancer Staging), 단백질 발현량 필터(Protein Expression Filter) 등으로 구성하였
으며, 화면 부분에는 세포와 단백질의 모습이 보여진다 <그림 10>. 화면에서는 마우스 스크롤을 통해 확대/축소가
가능하며, 세포의 회전도 가능하다. 개별 단백질을 클릭하면 세부 정보가 나오도록 구성했다.

19) GEO (http://www.ncbi.nlm.nih.gov/g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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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 구성

<그림 10> 프로토타입의 메뉴 구성

4-4-3. 사용자 인터랙션
4-4-3-1. 검색(Search)
<그림 11> 처럼 화면에 보여지는 수많은 단백질 중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단백질을 찾을 수 있다.
검색결과창에는 현재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기관 세포의 단백질이 볼드체로 나타나며, 이어 다른 세
포에 있는 단백질들이 함께 제공된다. 결과창에 위치한 단백질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나타난다. 세부 정보로는 단백질 이름, 발현량, 검출방법, 세포내 위치 등이 나타나며, 암 단
계에 따른 발현량 변화 그래프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해당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 단백질도 함께
화면에 표시해 단백질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1> 단백질 ABCC8 검색

4-4-3-2. 단계(Level of Dimension)
<그림 12>와 같이 단계 메뉴는 보여지고 있는 화면의 단계를 말하며, 신체, 장기, 세포, 네트워크
등 총 4가지로 구분했다. 본 프로토타입에서는 세포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기 때문에, 신체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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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화면 전환의 구성만 진행했다. 줌 인/아웃의 다이나믹 효과를 사용해 서로가 상위 단계, 하
위 단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표현했다. 단백질 간 네트워크는 <그림 13>과 같이 기존에 사용되
던 시각화 방법을 따라 노드와 엣지로 구성된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냈다. 그러나 세포의 모습을 함께 배치해
해당 단백질이 세포 내부에서 어느 공간에 위치하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측에 위치한 네트워크 화
면에서 하나의 노드를 클릭하면 좌측 화면에 해당 단백질, 그리고 그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 단백질들이 빛
을 발하며 위치를 나타낸다.

<그림 12> 세포 상위 단계인 장기의 표현

<그림 13> 단백질 네트워크 화면의 구성

4-4-3-3. 암병기(Cancer Staging)
암병기는 UICC(Union for International Cancer Control)에서 제시한 TNM 분류법20)을 사용했으
며, 그 구분은 0기에서 4기로 표현했다. 메뉴는 타임라인 형태의 바로 구성했으며, 바(bar) 위에 위
치한 삼각형을 드래그하면 단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그 밑에는 위치 변화와 발현량 변화를 볼 수
있는 버튼을 추가해, 원하는 변화를 선택해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위치 변화 칸을 클릭하면 전 단
계와 비교해 위치를 변화한 단백질들이 발광한다. 그중 한 단백질을 클릭하면 세부정보와 함께, 이
전에 있었던 위치도 함께 표시된다.

<그림 14> 단백질 발현량의 변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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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와 같이 발현량 변화 칸을 클릭하면 전 단계와 비교해 발현량이 변화한 단백질들의 색이
변한다. 단백질의 기본색은 초록색으로 표시했으며, 발현량의 증가와 감소는 각각 빨간색, 파란색으
로 나타냈다.
4-4-3-4. 단백질 발현량 필터(Protein Expression Filter)
단백질체학 연구자들의 개별 연구 목적에 따라 정상인과 암환자의 발현량 기준은 매번 새롭게 설정
된다. 따라서 <그림 15>와 같이 관련 연구자(사용자)가 직접 발현량의 범위를 정하여 해당 수치에
속해있는 단백질만을 볼 수 있도록 필터를 구성하였다. 바(bar) 위에 최소 최대를 나타내는 삼각형
두 개를 배치해 사용자는 드래그해서 원하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5> 필터 설정 값에 따른 단백질의 구분

5. 결론
디지털화는 각 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요량을 증가시켜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정
보를 저장하고 생산하는 빅데이터 시대를 가능하게 했다. 의료 연구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질병 예
측, 유전자 질환 분석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
식과 다르게 목적에 따라 데이터 분석을 하여 연구방향 등의 의사결정을 실시간으로 도와주는 수단
으로까지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어떻게 보
여줄 것인가와 관련된 시각화 방식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 모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정보 디자
인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단백질체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정보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단백질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
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각화 시스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한 BiKE의 연구원들도 관련 단백질체학의 연구를 진행하는 시각화시스템 사용
자이지만, 현재 시각화 툴은 그 기능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
고 있다. 이미 수만 개 이상의 단백질 상호작용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스템인 사이토스케이프 등의 툴을 전문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아직 표현되지
못한 정보들이 많이 존재하며, 시각화 방식도 매우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각화 방식
과 시각화 툴에 대한 연구는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시각적 표현에 대한 훈련을 받고
시각화 작업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의 협업도 함께 고려될 수 있는 분야이다. 본 연
구는 그러한 측면에서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새로운 시각화를 디자인적 관점에서 제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단백질체학에서 그동안 중요하다고 인식되었지만, 기존의 시각화 툴로서 표현
하지 못하였던 시간과 공간의 정보를 시각화 툴 안에 담아냄으로써 기존의 단백질 네트워킹 정보를
보다 통합적이고도 입체적인 풍부한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20) TNM 분류법 (www.uicc.org/resources/t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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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관련 다이나믹한 정보 시각화 툴에 대한 시스템을 실제적으로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다양한 세
포와 장기의 구현, 개별 환자 데이터의 표현 등을 담아내는 부분 등은 계속하여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즉 본 연구에서 다룬 데이터 시각화 방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시각화 툴이 전립선암 이
외의 폐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환자의 세포와 단백질에 대한 연구까지 보다 폭넓게 적용시켜 볼 수
있도록 확장시켜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새로운 방식의 시각화 툴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연구가 확장되게 된다면, 이를 통해 단백질체학을 포함 병리학, 의생명 과학의 새로운 정보 축척과
질병 치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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