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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생물학(Systems Biology)

계생물학(系生物學) 또는 시스템 생물학(Systems biology, SB)은 생명현상
을 복합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규정하고 

생물학뿐만 아니라 전산학, 수학, 물리학, 화학 등의 원칙을 사용하여 분석하
고 (새로운 의미를) 모사 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 

시스템(system)은 각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하거나 상호의존하여 복잡
하게 얽힌 통일된 하나의 집합체(unified whole)

위키백과



시스템
(System)

환경
(circumstance)

열린계 (open system)   :  에너지의 출입 O , 물질의 출입 O

닫힌계 (closed system)  :  에너지의 출입 O , 물질의 출입 X

고립계 (isolated system) : 에너지의 출입 X , 물질의 출입 X



이미지 출처 : https://sciencelove.com/1944



신경세포 신경망 (신경조직, 시냅스)

뇌, 신경기관

출처 : https://lsy5518.wordpress.com/page/13/ 출처 : https://namu.moe/w/뉴런

출처 : https://news.imaeil.com/Literature/
2019061123364121821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2015/02/09/
story_n_6641900.html



Biochemistry traditional (전통적인 생화학)

“Characterization of Phospholipase A2 in L1210 cells”

(L1210 세포에서의 인지질가수분해효소 A2의 특성 연구) 

Biochemistry in ~omics (오믹스 학문에서의 생화학)

“Comparative proteomic analysis of plasma membrane 
proteins on AML and CML cells”

(만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골수성백혈병 세포의 세포막 단백질체 비교 
연구)



기존의 현대 과학은 구성 요소를 하나 하나 분해하여 개별적인 기능을 알아내는 
환원주의적인 방식을 통해 발전
(예를 들어 특정 유전자를 없애서 나타난 반응을 통해 유전자의 기능을 유추해왔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수많은 유전자와 단백질, 다수의 화합물들이 복잡한 반응을 통해 끊임없이 상
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자기 조직화를 통해 전일성과 다양성, 비존재성, 존재성을 가지게 된
다. 따라서 특정 생명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기존의 환원주의식의 연구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 

오늘날 염기 서열 해독의 고속, 자동, 대용량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됨
인터넷 망의 확산과 컴퓨터 전산 처리 능력이 발전에 따라, 
점차 생명과학은 다양한 오믹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능을 유추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시스템생물학의 개요



특정 현상을 정의하기 위해 수많은 변인들의 연결 고리를 규명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근원적
인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시스템 생물학이다. 

한 마디로 시스템 생물학이란 유전자나, 분자, 세포 수준의 요소를 통해 그들 간의 관계를 
찾고, 관계에 관한 정보들을 시스템 차원의 관점에서 통합하여 분석하는 학문이다. 

최근 오믹스 생물학의 발전으로 다수의 변인에 대해 동시측정이 가능하게 되어 생명현상
을 전체주의적인(holistic)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시스템 생물학적 접근이 활발하게 시
도되고 있다. 

시스템 생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오믹스 데이터가 대량으로 요구될 뿐 아니라 대량의 데
이터를 수집하여 각각의 관계도를 그려내고 시스템의 반응을 유추해주는 모델링 기술이 뒷
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일 학문이 아닌 다양한 학문분야가 관련된 융합학문으로 볼 수 있다. 시스템 생물
학에서의 최종 목표는 생명 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시스템 수준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창
발적 속성에 대해 밝혀내는 것이다. 

생물학에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사이버네틱스의 창시자인 노버트 위너
(Norbert Weiner)로부터.



오믹스는 체학이라고도 하는데 다루는 대상에 따라 세분화된다. 

오믹스(Omics)의 '옴(-ome)'은 덩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것을 연구 할 때 모든 
요소를 큰 덩어리로 보고 전체의 반응에 대해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 분자생물학의 중심원리와 밀접한 유전체학, 전사체학, 단백질 체학이 시스템 생물학
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가 제대로 기능을 알고 있는 유전자의 수는 전체의 약 10-2-%정도인 3-5천개에 불과
하다. 이런 유전자의 기능을 대규모로 밝히는 연구분야를 기능유전체학(functional 
genomics)이라 부른다.

오믹스 생물학과 시스템 생물학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오믹스생물학은 특정 대상에 대한 모
든 요소에 대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시스템 생물학은 구성 요소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규명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시스템 생물학을 하기 위해서는 오믹스 생물학을 통해 나온 대량의 오믹스 데이터가 재료
로 필요하다. 오믹스데이터는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와 시퀀싱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

오믹스와 시스템생물학



시퀀싱
유전체학의 대표되는 기술 기계로 소량의 DNA 시료를 가지고 다양한 원리에 의해 서열
을 해독해 낼 수 있다.

마이크로어레이

전사체학에서 대표되는 기술 생물학 데이터의 대량 생산에 큰 기여를 했다. 반도체 칩 제
조공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은 판 위에 수백만 개의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볼 수 있다. 

비교군과 대조군의 샘플에서 mRNA를 추출하여 상보적인 cDNA를 만들고 형광물질로 
표지하여 탐침자가 붙어 있는 마이크로 칩에 뿌려주면 형광물질의 색으로 발현 정도를 
볼 수 있다. 

정량적이지 못하고 극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사용하는 서열의 종류와 실험 기법에 따
라 여러 종류가 있고 각 종류마다 나타내는 정보도 다르다.

시퀀싱(sequencing) / 마이크로어레이(microaray)  -  genomics



DNA : deoxy ribo nucleic acid

RNA : ribo nucleic acid

염기 : A, G, C, T, ( U )

당 : 리보스(ribose)

출처 : ZUM 학습백과 ‘DNA의 구조’

핵산의 구조



당 – A(Adenine) : 아데노신 (adenosine)

Guanosine 
Cytosinosine
Thyminosine

출처 : ZUM 학습백과 ‘DNA의 구조’



출처 : ZUM 학습백과 ‘DNA의 구조’



출처 : ZUM 학습백과 ‘DNA의 구조’



5’ – A T G C A T G C A T – 3’

5’ – A – 3’    +    5’ – T – 3’     ➔      5’ – A T – 3’

3’ – T A C G T A C G T A – 5’         :  template

5’ – A T G C ……..

dNTP (dATP, dTTP, dGTP, dCTP)

dATP ; deoxy - adenosine triphosphate

염기의 결합 – 유전정보의 복제 / 생성

5’ – A T – 3’    +    5’ – G – 3’     ➔      5’ – A T G – 3’



기능 유전체학의 핵심은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같은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특정 부위의 발현 정도에 따라 각각 다
른 세포로 분화되어 다른 기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유전자 발현의 공간적, 시간적 변화정보를 얻기 위해 시스템 생물학을 통해 연구하려는 노력
이 계속되고 있다. 

발현 패턴을 통해 비슷한 발현 양상을 보이는 유전자들끼리 그룹 지을 수 있다. 

이러한 그룹을 만드는 과정을 클러스터링이라고 한다. 

특정한 기준을 알고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을 분류(classification)이라 한다면 클러스터링
(clustering)은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비슷한 것들끼리 뭉쳐보면서 기준을 찾는 것이다.

기능 유전체학 (functional genomics)



비교유전체학은 종간의 유전체를 비교함으로써 유전자의 보존도를 통해 기능과의 연관성
을 밝히는 학문이다. 

특정 종간에 유전체를 비교했을 때 특이적으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서열의 경우 생존과 밀
접한 기능을 하는 서열로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젖이 나오는 기능을 하는 서열의 경우 
어류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포유류의 경우 높게 보존되어 있을 수 있다. 

비교유전체학이란 인간 유전체 연구를 위해서 여러 생물종을 모델로 이용하여 인체 생명현
상 및 질환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미생물이나 초파리 및 생쥐에서 인체 질환 모델을 분
석하고 유전체의 변화를 비교 연구하거나 다른 생물의 변이형을 이용하여 인간 생명현상
을 연구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마다 유전체 염기서열간에 차이가 있고 이는 개인의 차이와 질병 감수성, 약물 
반응성 등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의 연구를 통하여 인간 다양성을 연구할 수 있고 어떻게 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비교 유전체학 (comparative genomics)



전산학, 수학, 통계학, 화학등의 타분야가 생명과학과 융합된 형태. 

전산생물학의 연구분야는 시스템즈 생물학과 중복되기도 한다. 

주 연구분야는 서열정렬, 유전자 검색, 유전자 어셈블, 단백질 구조 정렬, 단백질 
구조 예측, 유전자발현의 예측, 단백질간 상호작용, 진화모델 등 다양하다. 

DNA 서열 분석 방법의 발달에 따라 현재 수많은 종의 게놈 서열이 밝혀져 있으며,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RNA와 단백질에 대한 서열의 정보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
다. 

또한, 특정 조건에서의 유전자들의 발현량, 그들의 산물 및 상호작용들에 대한 정
보가 transcriptomics, proteomics, metabolomics와 같은 방법들을 이용하여 
대규모로 얻어지고 있다. 

생물정보학 (Bioinformatics) - 1



이와 같이 데이터의 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작업으로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하
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수학, 통계학, 전산학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
들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처럼 생물체로부터 얻어진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얻어내기 위한 전산/통
계/수학적인 도구를 통칭하는 용어로써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이 쓰이고 있으며, 전
산생물학(computational biology)이라는 용어 또한 흔히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처럼 생물체로부터 얻어진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얻어내고자 하는 노력 
중에서,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분석 및 수리적인 모델링(mathematical modeling)을 강조
하는 용어인 시스템 생물학(systems biology)도 생물정보학과 상당부분 겹치는 용어이
다.

생물정보학 (Bioinformatics) - 2



온톨로지는 일종의 용어를 정의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인용되는 온톨로지에 대한 정의는 '어떤 관심 분야를 개념화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정
형화한 명세서 (An ontology is an explicit and formal specification of a 
conceptualisation of a domain of interest)이다. 

즉, 각 사물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이를 하나의 집합 또는 범주로 나타내기 위해 의미, 지
식의 쓰임새 등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생물학에서의 온톨로지(GO=Gene Ontology는 세 가지 독립된 수준에서 나눠볼 수 있다. 

분자 수준에서의 기능: 생화학적 수준에서 생산물에 따라 구분

생명 대사 과정에서의 역할: 생물학적인 대사 과정에서의 역할에 따라 구분

세포의 구성 요소: 세포 내 존재 위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온톨로지(ontology) 와 시스템생물학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유전체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그 활용은 생명과학 뿐 아니라 
의학분야에서도 많은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 중 가장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개인의 게놈 정보를 분석하여 보
다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 맞춤 의학이다. 

사람의 유전체는 모든 사람들이 100% 일치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약을 사용해도 효과
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 맞춤 의약(personalized medicine)은 환자의 유전 정보를 통해 환자를 위
해 설계된 개인 맞춤 의약을 제공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이고 예후가 좋을 것으로 기대된
다.

개인 유전체학과 시스템생물학

(BRCA1 유전자의 변이 ! 유방암 발생 가능성 증가

와파린(warfarin, 항응고제) , 개인의 유전정보에 따라 약물반응이 달라짐 



인간 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HGP)는 

2005년까지 인간 게놈에 있는 약 30억개의 뉴클레오티드 염기쌍의 서열을 밝
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
랑스 5개국의 공동 노력과 셀레라 게노믹스(Celera Genomics)라는 민간 법
인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인간 게놈의 초기 지도는 2000년 6월에 
발표되었다.

'1유전자 1단백질' 설에 의거, 인간이 가진 단백질의 종류를 보았을 때, 인간에
게는 대략 10만 개의 유전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 

게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생물학자들은 인간이 가진 유전자의 개수와 관련된 연
구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10만 개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인간의 유전자 개수는, 게놈 분석결과 대
략 2만 3천 개 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는 하등 식물이 가진 유전자의 개
수인 2만 5천 개보다 적은 숫자였다.

시스템생물학과 연관된 프로젝트



엔코드 프로젝트(ENCODE=ENCyclopedia Of DNA Elements)

인간 유전체에 있는 모든 기능에 관련된 요소를 찾아 백과사전처럼 만들고자 한다. 사람
의 유전체의 1%에 대해서 낱낱히 파헤지자는 취지로 전 세계에서 돈을 모아 2003년에 
시작 2007년에 논문을 발표한 뒤 1차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2008년 2차 프로젝트를 시
작했다.

시스템생물학과 연관된 프로젝트



햅맵 프로젝트

햅맵 프로젝트(International HapMap Project)는 미국, 유럽, 중국 및 일본이 참여한 국제 생명과학 프
로젝트로서, 인간의 염색체의 한 가닥을 지도화하는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인간 유전체의 하플로타입 지도를 만드는 것으로 인간 유전적 변이의 공통된 패턴을 
묘사하는 데 있다

서로 관련없는 두 사람은 약 99.5%의 DNA 서열을 공유하고 있으며, 일부 다른 영역이 존재한다. 어떤 사
람은 A이지만 G를 가진 사람도 있으며, 이를 단일염기다형성(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라고 하며, 이들 각각을 대립형질(Allele)이라고 한다. 

햅맵 프로젝트는 인류전체  중 적어도 1% 이상이 갖고 있는 공통된 SNP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인간은 남
성 성염색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두벌의 염색체를 가진다. 

각각의 SNP에 대한 대립형질의 조합을 유전형이라고 한다. 유전형분석은 특정영역에 어떤 유전형이 있는
가를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프로젝트는 269명으로부터 샘플을 취하고 수백만 개의 잘 정의된 SNP를 선택하여 이들의 유전형을 
알아내고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하나의 염색체위에 일련의 대립형질들의 순서를 하플로타입이라고 한다. 

시스템생물학과 연관된 프로젝트



DNA 관련

EBI: 유럽 생명 정보학 기관
NCBI
골드(GOLD): 게놈 온라인 데이
터베이스의 완성된 게놈 정보들
이 들어있다.
UCSC: 게놈 브라우저
GENBANK: DNA 서열 데이터
베이스
DDBJ(주소): 일본의 게놈 데이
터베이스
EMBL: 유럽의 게놈 데이터베이
스
ENSEMBL :EBI-EMBL

RNA 관련
GEO
SMD
ARRAYEXPR
ESS
miRbase
RFam

단백질 관련
UNIPROT
NCBI
Pfam
PROSITE
ProDom
SMART
InterPro: 여러 단백질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
이스
PANTHER
CDD

구조 관련
PDB
SCOP
CATH

데이타베이스(DB) 와 웹브라우저



단백질체학 Proteomics 

단백질(protein), 단백질가수분해효소(protease), 펩타이드(peptide)

액상 크로마토그래피(LC), 2D gel electrophoresis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클러스링 (clustering)



>Y dna:chromosome chromosome:GRCh38:Y:56887903:57217415:1
ATGTGTTTTTTGGCTGCATAAATGTCTTCTTTTGAGAAGTGTCTGTTCATGTCCTTCGCC
CACTTTTTGATGGGGTTGTTTGTTTTTTTCTTGTAAATTTGTTTGAGTTCATTGTAGATT
CTGGATATTAGCCCTTTGTCAGATGAGTAGGTTGCGAAAATTTTCTCCCATGTTGTAGGT
TGCCTGTTCACTCTGATGGTAGTTTCTTTTGCTGTGCAGAAGCTCTTTAGTTTAATTAGA
TCCCATTTGTCAATTTTGTCTTTTGTTGCCATTGCTTTTGGTGTTTTGGACATGAAGTCC
TTGCCCACGCCTATGTCCTGAATGGTAATGCCTAGGTTTTCTTCTAGGGTTTTTATGGTT
TTAGGTTTAACGTTTAAATCTTTAATCCATCTTGAATTGATTTTTGTATAAGGTGTAAGG
AAGGGATCCAGTTTCAGCTTTCTACATATGGCTAGCCAGTTTTCCCAGCACCATTTATTA
AATAGGGAATCCTTTCCCCATTGCTTGTTTTTCTCAGGTTTGTCAAAGATCAGATAGTTG
TAGATATGCGGCATTATTTCTGAGGGCTCTGTTCTGTTCCATTGATCTATATCTCTGTTT
TGGTACCAGTACCATGCTGTTTTGGTTACTGTAGCCTTGTAGTATAGTTTGAAGTCAGGT
AGTGTGATGCCTCCAGCTTTGTTCTTTTGGCTTAGGATTGACTTGGCAATGCGGGCTCTT
TTTTGGTTCCATATGAACTTTAAAGTAGTTTTTTCCAATTCTGTGAAGAAAGTCATTGGT
AGCTTGATGGGGATGGCATTGAATCTGTAAATTACCTTGGGCAGTATGGCCATTTTCACG
ATATTGATTCTTCCTACCCATGAGCATGGAATGTTCTTCCATTTGTTTGTGTCCTCTTTT
ATTTCCTTGAGCAGTGGTTTGTAGTTCTCCTTGAAGAGGTCCTTCACATCCCTTGTAAGT
TGGATTCCTAGGTATTTTATTCTCTTTGAAGCAATTGCGAATGGGAGTTCACCCATGATT
TGGCTCTCTGTTTGTCTGTTGTTGGTGTATAAGAATGCTTGTGATTTTTGTACATTGATT
TTGTATCCTGAGACTTTGCTGAAGTTGCTTATCAGCTTAAGGAGATTTTGGGCTGAGACG
ATGGGGTTTTCTAGATAAACAATCATGTCGTCTGCAAACAGGGACAATTTGACTTCCTCT
TTTCCTAATTGAATACCCTTTATTTCCTTCTCCTGCCTGATTGCCCTGGCCAGAACTTCC
AACACTATGTTGAATAGGAGCGGTGAGAGAGGGCATCCCTGTCTTGTGCCAGTTTTCAAA
GGGAATGCTTCCAGTTTTTGCCCATTCAGTATGATATTGGCTGTGGGTTTGTCATAGATA
GCTCTTATTATTTTGAAATACGTCCCATCAATACCTAATTTATTGAGAGTTTTTAGCATG
AAGGGTTGTTGAATTTTGTCAAAGGCTTTTTCTGCATCTATTGAGATAATCATGTGGTTT
TTGTCTTTGGCTCTGTTTATATGCTGGATTACATTTATTGATTTGCGTATATTGAACCAG
CCTTGCATCCCAGGGATGAAGCCCACTTGCTCATGGTGGAAAAGCTTTTTGATGTGCTGC
TGGATTCGGTTTGCCAGTATTTTATTGAGGATTTTTGCATCAATGTTCATCAAGGATATT
GGTCTAAAATTCTCTTTTTTGGTTGTGTCTCTGCCCGGCTTTGGTATCAGAATGATGCTG
GCCTCATAAAATGAGTTAGGGAGGATTCCCTCTTTTTCTATTGATTGGAATAGTTTCAGA
AGGAATGGTACCAGTTCCTCCTTGTACCTCTGGTAGAATTCGGCTGTGAATCCATCTGGT
CCTGGACTCTTTTTGGTTGGTAAACTATTGATTATTGCCACAATTTCAGAGCCTGTTATT
GGTCTATTCAGAGATTCAACTTCTTCCTGGTTTAGTCTTGGGAGAGTGTATGTGTCGAGG
AATGTATCCATTTCTTCTAGATTTTCTAGTTTATTTGCGTAGAGGTGTTTGTAGTATTCT
CTGATGGTAGTTTGTATTTCTGTGGGATCGGTGGTGATATCCCCTTTATCATTTTTTATT
GTGTCTATTTGATTCTTCTCTCTTTTTTTCTTTATTAGTCTTGCTAGCGGTCTATCAATT
TTGTTGATCCTTTCAAAAAACCAGCTCCTGGATTCATTGATTTTTTGAAGGGTTTTTTGT
GTCTCTATTTCCTTGAGTTCTGCTCTGATTTTAGTTATTTCTTGCCTTCTGCTAGCTTTT
GAATGTGTTTGCTCTTGCTTTTCTAGTTCTTTTAATTGTGATGTTAGGGTGTCAATTTTG
GATCTTTCCTGCTTTCTCTTGTAGGCATTTAGTGCAATAAATTTCCCTCTACACACTGCT
TTGAATGTGTCCCAGAGATTCTGGTATGTGGTGTCTTTGTTCTCGTTGGGGAAACCCTTA
ATCTCATAATTGAACAGATATTGTTCTGGTCGACCATTCTCCATGATAGACACAAATTCT
CTATAAAAATTTGAAGCCTGTGGTGGTTCACTGATGGTAACCATAGCAGCAATATATCTC
AAATTGAGCCTAACTACTAACTGTAATAATGCAAACCCTCGCACTAAAGGCCTACTAGAA
GGAAAGGCGTGTGCATTTCAAGGCATAAAATCTATTTACCTTGGTCTCTATTTCCTACCC

Human chromosome Y genome sequences



>sp|Q9BZA8|PC11Y_HUMAN Protocadherin-11 Y-linked OS=Homo sapiens OX=9606 GN=PCDH11Y PE=1 
SV=1MFRVGFLIISSSSSLSPLLLVSVVRVNTTNCHKCLLSGTYIFAVLLVCVVFHSGAQEKNYTIREEIPENVLIGNLLKDLNLSLIPNKSLTTTMQFKLVYKTGDVPLIRIEEDTGEIF
TTGARIDREKLCAGIPRDEHCFYEVEVAILPDEIFRLVKIRFLIEDINDNAPLFPATVINISIPENSAINSKYTLPAAVDPDVGINGVQNYELIKSQNIFGLDVIETPEGDKMPQLIVQKE
LDREEKDTYVMKVKVEDGGFPQRSSTAILQVSVTDTNDNHPVFKETEIEVSIPENAPVGTSVTQLHATDADIGENAKIHFSFSNLVSNIARRLFHLNATTGLITIKEPLDREETPNH
KLLVLASDGGLMPARAMVLVNVTDVNDNVPSIDIRYIVNPVNDTVVLSENIPLNTKIALITVTDKDADHNGRVTCFTDHEIPFRLRPVFSNQFLLENAAYLDYESTKEYAIKLLAADA
GKPPLNQSAMLFIKVKDENDNAPVFTQSFVTVSIPENNSPGIQLMKVSATDADSGPNAEINYLLGPDAPPEFSLDRRTGMLTVVKKLDREKEDKYLFTILAKDNGVPPLTSNVTV
FVSIIDQNDNSPVFTHNEYKFYVPENLPRHGTVGLITVTDPDYGDNSAVTLSILDENDDFTIDSQTGVIRPNISFDREKQESYTFYVKAEDGGRVSRSSSAKVTINVVDVNDNKPV
FIVPPYNYSYELVLPSTNPGTVVFQVIAVDNDTGMNAEVRYSIVGGNTRDLFAIDQETGNITLMEKCDVTDLGLHRVLVKANDLGQPDSLFSVVIVNLFVNESVTNATLINELVRKS
IEAPVTPNTEIADVSSPTSDYVKILVAAVAGTITVVVVIFITAVVRCRQAPHLKAAQKNMQNSEWATPNPENRQMIMMKKKKKKKKHSPKNLLLNVVTIEETKADDVDSDGNRVTL
DLPIDLEEQTMGKYNWVTTPTTFKPDSPDLARHYKSASPQPAFQIQPETPLNLKHHIIQELPLDNTFVACDSISNCSSSSSDPYSVSDCGYPVTTFEVPVSVHTRPSQRRVTFHL
PEGSQESSSDGGLGDHDAGSLTSTSHGLPLGYPQEEYFDRATPSNRTEGDGNSDPESTFIPGLKKEITVQPTVEEASDNCTQECLIYGHSDACWMPASLDHSSSSQAQASAL
CHSPPLSQASTQHHSPPVTQTIVLCHSPPVTQTIALCHSPPPIQVSALHHSPPLVQGTALHHSPPSAQASALCYSPPLAQAAAISHSSSLPQVIALHRSQAQSSVSLQQGWVQG
ANGLCSVDQGVQGSATSQFYTMSERLHPSDDSIKVIPLTTFAPRQQARPSRGDSPIMETHPL>sp|Q9NQZ3|DAZ1_HUMAN Deleted in azoospermia protein 1 OS=Homo 
sapiens OX=9606 GN=DAZ1 PE=1 
SV=2MSAANPETPNSTISREASTQSSSAAASQGWVLPEGKIVPNTVFVGGIDARMDETEIGSCFGRYGSVKEVKIITNRTGVSKGYGFVSFVNDVDVQKIVGSQIHFHGKKLKL
GPAIRKQKLCARHVQPRPLVVNPPPPPQFQNVWRNPNTETYLQPQITPNPVTQHVQSAANPETPNSTISREASTQSSSAAASQGWVLPEGKIVPNTVFVGGIDARMDETEIGS
CFGRYGSVKEVKIITNRTGVSKGYGFVSFVNDVDVQKIVGSQIHFHGKKLKLGPAIRKQKLCARHVQPRPLVVNPPPPPQFQNVWRNPNTETYLQPQITPNPVTQHVQSAANP
ETPNSTISREASTQSSSAAASQGWVLPEGKIVPNTVFVGGIDARMDETEIGSCFGRYGSVKEVKIITNRTGVSKGYGFVSFVNDVDVQKIVGSQIHFHGKKLKLGPAIRKQKLCA
RHVQPRPLVVNPPPPPQFQNVWRNPNTETYLQPQITPNPVTQHVQAYSAYPHSPGQVITGCQLLVYNYQEYPTYPDSAFQVTTGYQLPVYNYQPFPAYPRSPFQVTAGYQLP
VYNYQAFPAYPNSPFQVATGYQFPVYNYQPFPAYPSSPFQVTAGYQLPVYNYQAFPAYPNSPFQVATGYQFPVYNYQAFPAYPNSPVQVTTGYQLPVYNYQAFPAYPSSPFQV
TTGYQLPVYNYQAFPAYPNSAVQVTTGYQFHVYNYQMPPQCPVGEQRRNLWTEAYKWWYLVCLIQRRD>sp|Q9BY66|KDM5D_HUMAN Lysine-specific demethylase 5D 
OS=Homo sapiens OX=9606 GN=KDM5D PE=1 
SV=2MEPGCDEFLPPPECPVFEPSWAEFQDPLGYIAKIRPIAEKSGICKIRPPADWQPPFAVEVDNFRFTPRVQRLNELEAQTRVKLNYLDQIAKFWEIQGSSLKIPNVERKILDL
YSLSKIVIEEGGYEAICKDRRWARVAQRLHYPPGKNIGSLLRSHYERIIYPYEMFQSGANHVQCNTHPFDNEVKDKEYKPHSIPLRQSVQPSKFSSYSRRAKRLQPDPEPTEEDI
EKHPELKKLQIYGPGPKMMGLGLMAKDKDKTVHKKVTCPPTVTVKDEQSGGGNVSSTLLKQHLSLEPCTKTTMQLRKNHSSAQFIDSYICQVCSRGDEDDKLLFCDGCDDNY
HIFCLLPPLPEIPRGIWRCPKCILAECKQPPEAFGFEQATQEYSLQSFGEMADSFKSDYFNMPVHMVPTELVEKEFWRLVSSIEEDVTVEYGADIHSKEFGSGFPVSNSKQNLS
PEEKEYATSGWNLNVMPVLDQSVLCHINADISGMKVPWLYVGMVFSAFCWHIEDHWSYSINYLHWGEPKTWYGVPSLAAEHLEEVMKMLTPELFDSQPDLLHQLVTLMNPNT
LMSHGVPVVRTNQCAGEFVITFPRAYHSGFNQGYNFAEAVNFCTADWLPAGRQCIEHYRRLRRYCVFSHEELICKMAAFPETLDLNLAVAVHKEMFIMVQEERRLRKALLEKGV
TEAEREAFELLPDDERQCIKCKTTCFLSALACYDCPDGLVCLSHINDLCKCSSSRQYLRYRYTLDELPTMLHKLKIRAESFDTWANKVRVALEVEDGRKRSFEELRALESEARE
RRFPNSELLQRLKNCLSEVEACIAQVLGLVSGQVARMDTPQLTLTELRVLLEQMGSLPCAMHQIGDVKDVLEQVEAYQAEAREALATLPSSPGLLRSLLERGQQLGVEVPEAH
QLQQQVEQAQWLDEVKQALAPSAHRGSLVIMQGLLVMGAKIASSPSVDKARAELQELLTIAERWEEKAHFCLEARQKHPPATLEAIIRETENIPVHLPNIQALKEALTKAQAWIAD
VDEIQNGDHYPCLDDLEGLVAVGRDLPVGLEELRQLELQVLTAHSWREKASKTFLKKNSCYTLLEVLCPCADAGSDSTKRSRWMEKALGLYQCDTELLGLSAQDLRDPGSVIV
AFKEGEQKEKEGILQLRRTNSAKPSPLAPSLMASSPTSICVCGQVPAGVGVLQCDLCQDWFHGQCVSVPHLLTSPKPSLTSSPLLAWWEWDTKFLCPLCMRSRRPRLETILAL
LVALQRLPVRLPEGEALQCLTERAIGWQDRARKALASEDVTALLRQLAELRQQLQAKPRPEEASVYTSATACDPIREGSGNNISKVQGLLENGDSVTSPENMAPGKGSDLELLS
SLLPQLTGPVLELPEAIRAPLEELMMEGDLLEVTLDENHSIWQLLQAGQPPDLDRIRTLLELEKFEHQGSRTRSRALERRRRRQKVDQGRNVENLVQQELQSKRARSSGIMSQ
VGREEEHYQEKADRENMFLTPSTDHSPFLKGNQNSLQHKDSGSSAACPSLMPLLQLSYSDEQQL>sp|Q8NFZ3|NLGNY_HUMAN Neuroligin-4, Y-linked OS=Homo sapiens 
OX=9606 GN=NLGN4Y PE=2 
SV=1MLRPQGLLWLPLLFTSVCVMLNSNVLLWITALAIKFTLIDSQAQYPVVNTNYGKIQGLRTPLPSEILGPVEQYLGVPYASPPTGERRFQPPESPSSWTGIRNATQFSAVCPQ
HLDERFLLHDMLPIWFTTSLDTLMTYVQDQNEDCLYLNIYVPMEDDIHEQNSKKPVMVYIHGGSYMEGTGNMIDGSILASYGNVIVITINYRLGILGFLSTGDQAAKGNYGLLDQI
QALRWIEENVGAFGGDPKRVTIFGSGAGASCVSLLTLSHYSEGLFQKAIIQSGTALSSWAVNYQPAKYTRILADKVGCNMLDTTDMVECLKNKNYKELIQQTITPATYHIAFGPVI
DGDVIPDDPQILMEQGEFLNYDIMLGVNQGEGLKFVDGIVDNEDGVTPNDFDFSVSNFVDNLYGYPEGKDTLRETIKFMYTDWADKENPETRRKTLVALFTDHQWVAPAVATA
DLHAQYGSPTYFYAFYHHCQSEMKPSWADSAHGDEVPYVFGIPMIGPTELFSCNFSKNDVMLSAVVMTYWTNFAKTGDPNQPVPQDTKFIHTKPNRFEEVAWSKYNPKDQLY
LHIGLKPRVRDHYRATKVAFWLELVPHLHNLNEIFQYVSTTTKVPPPDMTSFPYGTRRSPAKIWPTTKRPAITPANNPKHSKDPHKTGPEDTTVLIETKRDYSTELSVTIAVGASLL
FLNILAFAALYYKKDKRRHETHRHPSPQRNTTNDITHIQNEEIMSLQMKQLEHDHECESLQAHDTLRLTCPPDYTLTLRRSPDDIPFMTPNTITMIPNTLMGMQPLHTFKTFSGG
QNSTNLPHGHSTTRV>sp|Q13117|DAZ2_HUMAN Deleted in azoospermia protein 2 OS=Homo sapiens OX=9606 GN=DAZ2 PE=1 
SV=3MSAANPETPNSTISREASTQSSSAAASQGWVLPEGKIVPNTVFVGGIDARMDETEIGSCFGRYGSVKEVKIITNRTGVSKGYGFVSFVNDVDVQKIVGSQIHFHGKKLKL
GPAIRKQKLCARHVQPRPLVVNPPPPPQFQNVWRNPNTETYLQPQITPNPVTQHVQAYSAYPHSPGQVITGCQLLVYNYQEYPTYPDSAFQVTTGYQLPVYNYQPFPAYPRS
PFQVTAGYQLPVYNYQAFPAYPNSPFQVATGYQFPVYNYQPFPAYPSSPFQVTAGYQLPVYNYQAFPAYPNSPFQVATGYQFPVYNYQAFPAYPNSPVQVTTGYQLPVYNYQ

Human chromosome Y proteome sequences



시스템생물학과 생명정보학(bioinformatics)

유전정보의 부호화 – DNA, RNA  (A, T, G, C / U)
단백체의 부호화 – 아미노산 서열 (Gly, Ala, Leu, Phe, Cys…..)
대사체의 부호화 – 지질, 당, 신경전달물질….
생명정보의 디지털화 –> 빅데이터 / 오믹스

시스템생물학 (systems biology)은 생명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환원주의(reductionism)적 접근법을 넘어선 전체론적(holistic) 방법론을 취하고 있
는가?

시스템생물학과 “4차산업혁명”
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 원격의료(tele-medicine)
스마트팜 (smartfarm)

Virtual econimics (가상경제, 사이버경제) 와 Real economics (실물경제) 의 결합
을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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