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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Spectrometry 자료에 근거한 

단백질동정의 통계적 방법

이재원1)․이정복2)․박미라3)․김찬화4)․주원아5)

요   약

단백질체(proteome)의 연구에 있어 요체가 되는 핵심기술인 단백질 동정(protein 

identification)은 Peptide Mass Fingerprinting의 원리에 근거하여 2D-Gel을 통하여 

얻어지는 시료를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ry)를 통해 peptide의 질량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얻어진 peptide 질량 정보는 단백질 테이터베이스와 비교

하여 시료와 가장 유사한 단백질을 선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질량분석기를 이용

한 단백질 동정에 요구되는 scoring algorithm 및 system을 소개하고, 이를 통합한 

integrated system의 개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주요용어 : Proteomics, Protein Identification, Mass Spectrometry 

1. 서  론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ry)에서 얻어지는 peptide의 질량과 단백질 데이터베이스의 대

응(mapping)에 의한 단백질 동정법(protein identification)은 단백질체(proteome) 연구에 광범위

하게 사용되어 오는 연구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민검도가 매우 높으며 대량의 자료를 자동처

리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여 단백질 구성조합(protein complexes) 확인, 단백질 상호작용(protein 

interaction), 단백질 네트워크(protein networks), 단백질 기능(protein function) 예측등 단백질

체 연구의 다양한 목적에 사용되는 주요한 기술이다. 그러나 단백질체 연구에서 질량분석법에 

의한 단백질 통정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단백질체 연구자들은 peptide의 질량과 단백질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대응에 있어 주요한 어려움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그 하나로 시료의 

peptide 질량과 단백질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의 대응시 어떤 scoring algorithm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문제와 둘째, 현재 개발된 서칭 시스템은 다양한 단백질 데이터

베이스를 연동하지 못하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 연동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단순한 system 개발의 기술적인 제한점이 아닌 단백질 동정 결과에 치명적인 오류와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된

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서칭 결과는 서칭 알고리즘, 대상 데이터베이스의 선택에 매우 민감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밝혀 이러한 문제점과 부합하는 내용이 발표되기도 했다(Eriksson et al.,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단백질 동정에 있어 통합 환경에서 다양한 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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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여러 단백질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연동할 수 있는 system을 

개발하 다.

2. Scoring Algorithm 및 System

  

  시료를 통해 얻어진 peptide 질량과 단백질 테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를 대응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전체 일치하는 개수(number of hits or matches)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서 단

백질을 찾아 주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직관적인 방법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는

데 대표적인 scoring algorithm의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MOWSE(Pappin, et al., 1993): 

     일치하는 개수를 계산후 일치한 peptide에 통계적인 가중치 적용하여 점수 계산

  나. MS-Fit

     MOWSE 점수를 이용하나, peptide mass filtering을 통하여 정도를 높임

  다. Mascot(Perkins, et al., 1999)

     시료 자료와 데이터베이스의 자료간 일치하는 것이 우연하게 맞을 확률을 통계 점수화

  라. ProFound(Zhang and Chait, 2000)   

     베이즈 통계를 적용하여 특정 단백질이 시료와 일치할 사후확률로 점수화

  이와 같은 scoring algorithm외에 사용의 편의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알고리즘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웹 인터페이스들이 개발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CombSearch(ExPaXy)

와 PeptIgate(KRIBB)이다. 이 웹 인터페이스는 시료 자료에 대한 한번의 입력으로 위에 열거한 

system에 연동하여 그 결과를 화면이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었으나, 

서론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PROSS(An Integrated PROtein Searching System)

  

  PROSS는 리눅스 기반에서 GNU C와 일반 스크립트언어를 이용하여 개발된 통합시스템으로 

MOWSE, MS-Fit, PeptIdent(Wilkins et al., 1997), PeptideSearch(www.mann.embl-heidelberg.

de), Mascot 그리고 ProFound를 모듈화하여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단백질 동정 system을 

막라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단백질 데이터베이스인 Swiss-Prot, NCBInr, EMBL, LudWig, 

Genpept, 그리고 EST DB를 통합하여 동시에 연동할 수 있는 단백질 동정에 사용되는 scoring 

system이다. 

  PROSS에서는 digestion enzyme, methionine oxidization, cysteine modification, ion mode, 

isotopic resoultion과 같은 전처리 과정, 질량분석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옵션화하여 서

칭 결과의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 으며, 서칠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므로 

사용자들이 각 scoring algorithm별, 데이터베이스별 결과를 비교판단하기 쉽게 작성하 으며, 

각 서칭 결과는 인테넷을 통하여 공개 단백질/유전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할 수 있게 하 다. 

또한 대량을 자료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일괄처리 방법을 시스템에 포함하 다. 

  요약하여, PROSS는 통합된 단백질 데이터베이스 하에서 다양한 scoring algorithm을 통시에 

적용할 수 있는 system으로 단백질체 연구자에게 단백질의 특성의 비교, 판단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칭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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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PROSS의 입력(왼쪽) 및 출력창(오른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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