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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백질의 이차구조는 단백질의 진화, 구조, 기능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정보이다. 단백질 서열 정보만을 이용하여 

단백질의 이차 구조를 예측하는 분야에 심층 학습 방법들이 최근 들어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서 널리 

사용되는 입력은 단백질 서열을 변환하여 만들어진 단백질 프로파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단백질 프로파일

을 얻기 위하여 단백질 서열 탐색 방법으로 PSI-BLAST와 더불어서 HHblits를 사용하였다. 단백질 프로파일의 구성

에 사용되는 상동 단백질 서열을 결정하기 위한 유사도 문턱치와 상동 단백질 서열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회

수를 조절하였다. 합성곱 신경망과 순환 신경망을 사용하여 단백질 이차구조를 예측하였는데, 진화적 정보를 한번

만 추가하여 만들어진 단백질 프로파일이 효과적이었다.

ABSTRACT

The protein secondary structures are important information for studying the evolution, structure and function of 
proteins. Recently, deep learning methods have been actively applied to predict the secondary structure of proteins 
using only protein sequence information. In these methods, widely used input features are protein profiles transformed 
from protein sequences. In this paper, to obtain an effective protein profiles, protein profiles were constructed using 
protein sequence search methods such as PSI-BLAST and HHblits. We adjust the similarity threshold for determining 
the homologous protein sequence used in constructing the protein profile and the number of iterations of the profile 
construction using the homologous sequence information. We used the protein profiles as inputs to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and recurrent neural networks to predict the secondary structures. The protein profile that was created 
by adding evolutionary information only once was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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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단백질의 삼차원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

소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서열로 알려져 있다

[1]. 따라서 단백질 서열정보만을 사용하여 단백질의 구

조와 기능을 예측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단백질의 이차 구조 예측은 이러한 연구들의 바탕을 이

루는 중요한 요소 기술이다. 단백질의 일차 구조는 단

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서열을 의미하고, 이차 구조

는 아미노산들이 국부적으로 나타나는 나선이나 병풍 

형태 등의 규칙적 구조를 의미한다[2]. 최근에는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s)을 이용하여 단백질 이차 

구조 예측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3-7]. 본 논문

에서는 심층 신경망 구조 중에서 성능이 우수한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과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을 사용하여 

단백질 이차 구조를 예측한다[8,9]. 합성곱 신경망은 입

력 자료의 국부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으

므로, 이미지, 영상, 음성, 오디오 처리에 매우 좋은 성

능을 보여 주고 있으며[8-10], 순환 신경망은 순차적 자

료의 처리에 적합하며, 이전 시간의 정보들을 효과적으

로 학습하기 위해 개발된 긴 단기 기억(Long Short- 

Term Memory: LSTM)[11]과 게이트 순환 신경망

(Gated Recurrent Unit: GRU) [12]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단백질 이차 구조를 예측하는 방

법들이 단백질 프로파일을 입력으로 사용한다. 단백질 

프로파일은 단백질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한 서열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변환하려는 단백질 서열의 각 위치에

서 20개 아미노산의 치환 빈도로 구성된다. 이러한 서

열의 위치별로 치환빈도를 표시하는 행렬이 단백질 구

조를 보다 잘 나타내므로 단백질의 특징을 예측하고 비

교하는 분야에 널리 사용된다[13,14]. 본 논문에서는 단

백질 프로파일을 구성하기 위해서 PSI-BLAST[13]와 

HHblits [14]를 사용하였다. 단백질 프로파일을 구성

하기 위하여 단백질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가되는 서

열을 결정하는 유사도 문턱치와 상동 단백질의 정보

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횟수에 

따른 성능을 조사하였다. HHblits을 사용하여 단백질 

프로파일로 변환하기 위하여 HHblits이 출력 결과를 

PSI-BLAST와 같은 형태로 변환한다. 단백질 프로파일

들을 합성곱 신경망과 순환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하

여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단백질 프로파일을 찾는다.

2장에서 본 논문의 실험에 사용되는 심층신경망의 

구조와 파라미터를 살펴보고, 3장에서 단백질 프로파일

을 구성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4장에서 심층신경망과 

단백질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단백질의 이차 구조를 예

측하는 실험을 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심층신경망의 구조

심층 신경망은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복

잡한 자료를 모델링하기에 적합한 구조이다. 즉, l-번째

의 계층의  i-번 유닛 
은 (l-1)-번째 계층의 유닛들의 

결과를 식 (1)과 같이 변환하여 얻는다. 처음 계층의 유

닛들 
는 입력 자료이다. 


  






  
          (1) 

여기서, 
 은 (l-1)-번째 계층의 j-번 유닛과 l-번째 

계층의 i-번 유닛을 연결하는 가중치, 
 는 l-번째 계

층의 i-번에 더해지는 편향이다. 함수 는 일반적으로 

relux  max  ,   exp나  

tanh  expexp이다. 분

류를 수행하는 문제에서는 마지막 계층의 변환함수는  

대신에, 이전 계층의 출력에 식 (2)의 소프트맥스

(softmax) 함수를 적용하여 각 부류의 사후 확률 을 

얻는다. 

  exp


exp                   (2)

합성곱 신경망은 생명체의 수용체가 받은 자극을 인

접한 부위에만 영향을 준다는 실험적인 사실을 이용하

여 인접한 자료간의  상관관계를 모델링하기에 적합하

도록 만들어졌다. 이러한 국부적 연결을 나타내는 파라

미터를 전체 자료의 각 부분 영역에 동일하게 공유하여 

위치의 변화에 무관한 불변성을 얻는다. 본 논문의 

CNN은 (1) 입력으로 이차원의 단백질 프로파일 를 

사용한다. 첨자 는 서열의 위치이고 는 20차원으로 

각 아미노산의 치환 빈도이다. (2) 
를   계층의 

번째 특징지도라면  계층의 여러 특징 지도를  이

용하여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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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 는  계층의 특징 지도들의 개수, 와 

은 계산에 사용되는 국부영역의 크기이며, 들은 학

습하여야 할 파라미터이다. 입력 단백질 프로파일 을 


로 하고 이때의 특징지도는 1개이다. (3) 통합 계층

은 아래 계층의 특징 지도의 평균값 또는 최대값을 구하

여 특징을 요약한다. 단백질 이차 구조의 예측 실험에는 

효과가 없어서 본 논문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4) 마지

막 계층의 출력을 일차원으로 변환하여 식 (1)의 신경망

의 입력으로 사용하고, 식(2)로 최종 부류별 확률을 구한

다. 순환 신경망은 순차적 자료의 처리에 적합하도록 구

성되어 있다. 입력 서열      로부터 은닉 

벡터열      와 출력      를 

  부터 식 (4)-(5)를 차례로 수행하여 얻는다.

                 (4)

                             (5)

단, 들과 는 학습을 통하여 얻을 가중치 행렬과 

편향벡터이고, 는  나 tanh가 사용된다.

RNN은 학습 과정 중에 전파되는 편미분 값이 매우 

작아지거나, 급격히 커지는 현상이 서열의 길이가 긴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학습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고자 LSTM[11]은 여러 개의 게이트를 이

용하여 이전 벡터값을 얼마만큼 사용할 지를 결정한다. 

                (6)

                (7)

   tanh           (8)

                (9)

  tanh                             (10)

단,    를 각각 입력 게이트, 까먹음 게이트, 출

력 게이트, 셀 활성화 벡터라 부른다. 셀에서 게이트를 

연결하는 가중치 행렬들(예, )은 대각행렬이다. 또 

다른 방법인 GRU[12]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1)

                     (12)

     ⋄             (13)

  ⋄ ⋄             (14)

단, ⋄는 원소별 곱셈이고, 리셋 게이트 는 새로운 

입력을 이전 메모리와 어떻게 합칠지를 정해주고 업데

이트 게이트 는 이전 메모리를 얼마만큼 기억할지를 

결정한다. GRU는 LSTM보다 파라미터 개수가 적어, 

학습 시간이 짧고 적은 자료로 학습이 가능하나, 복잡

한 자료를 모델링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작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복잡한 상관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해 BRNN(Bidirec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과 

DRNN(Deep Recurrent Neural Network)을 사용하였다

[15,16]. BRNN은 식 (4)의 와 동일한 구조이지만 

   의 역방향으로 은닉 벡터 를 구하고, 

와 를 이용하여 출력 벡터 를 구한다.

                 (15)

                       (16)

DRNN은 RNN의 은닉 계층 위에 새로운 은닉 계

층을 쌓는 방법이다. 즉,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DRNN은 RNN의 식 (4)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5)

 
                            (16)

단, 각각의 에서 
  이고,      순서로 

계산한다. DBRNN(Deep Bidirec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 )은 BRNN을 여러 개 쌓은 DRNN이다. 

신경망의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위해, 최소화하는 목

적함수로서 음의 로그우도를 사용하였다.

  









log               (17)

단, 은 자료의 수, 는 클래스의 수, 는 번째 자

료의 클래스가 일 경우에만 1이고 나머지는 0이고, 

는 번째 자료의 클래스가 일 출력확률이다. 신경망의 

학습에는 각 부류의 사후 확률   와 목적

함수 (식  17)를 사용하여 다음 편미분 값을 구한다. 

 
                           (18)

식 (18)부터 역전파 학습[8-12]으로 각 계층의 파라미

터의 편미분을 계산하여 파라미터의 갱신에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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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단백질 프로파일 구성

단백질 프로파일은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예측하

는 많은 방법들의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며, 본 논문에

서도 심층 신경망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였다. 단백질 

프로파일은 단백질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한 서열들과

의 정합(alignment)으로부터 얻은 여러 개의 유사 서열

의 정보를 집약하여 나타내는 방법이다[13,14]. 유사성

이 높은 아미노산 서열들은 단백질 구조가 유사하므로, 

유사한 단백질 서열들의 특징을 넓게 포함한 단백질 프

로파일이 하나의 단백질 서열보다 더 많은 정보를 표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백질 프로파일을 구성하기 위해 널리 사용하는 방

법은 PSI-BLAST[13]이다. 이 방법은 변환하려는 단백

질 서열과 유사한 서열들을 단백질 데이터베이스에서 

탐색하여 PSSM (position specific scoring matrix)을 구

성한다. PSSM은 단백질 서열의 길이가 이라면 이들 

각각의 위치에서 20개의 아미노산이 관측될 확률을 유

사한 서열들과의 정합을 통하여 구한 것으로 ×의 

차원의 행렬이다. PSI-BLAST는 단백질 서열대신에  

PSSM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PSSM을 구함

으로서 초기의 입력 단백질 서열만으로는 찾을 수 없었

던 상동 단백질 서열들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하지

만 이러한 반복의 단점으로는 질의 단백질의 특성과 유

사하지 않는 특징이 계속 추가되어 누적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단백질 데이터베이스는 변환하려

는 단백질 서열과 유사한 서열들을 찾는데 이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PSI-BLAST를 사용한 탐색에는 대용량 

단백질 서열 자료인 UniRef50[17]을 이용하였다. 주어

진 유사도보다 큰 유사성을 갖는 서열만을 사용하여 

PSSM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문턱치 E값에 따라 최종

적으로 만들어지는 단백질 프로파일의 특성이 달라진

다. 즉, E값은 우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내의 서열들

끼리 정합되는 개수이므로, 작은 E값을 문턱치로 사용

할 경우에는 매우 유사한 서열들만을 사용하여 단백질 

프로파일을 만들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의 단백질 

프로파일을 조사하기 위하여 psi-blast 프로그램의 문턱

치 E값 (기본값 10)를 결정하는 [-evalue] 옵션을 사용하

여 다음의 4가지 경우에 대하여 각각 단백질 프로파일

을 구하였다.

                   (19)

또한, [-num_iterations] 옵션을 6으로 설정하여 PSI- 

BLAST가 반복적으로 PSSM을 5개까지 구하도록 하였

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단백질 프로파일은 4개의 E

값 각각에 대하여 5개의 반복으로 만들어진 20개이다. 

신경망의 입력으로는 이렇게 얻어진 PSSM에 0.1을 곱

하여 입력 값의 크기를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단백질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또 다른 방법인  

HHblits[14]은 HMM(hidden Markov model)으로 프로

파일을 만드는데, PSSM처럼 단백질 서열의 각 위치에

서 아미노산이 관측되는 확률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인 

파라미터로 각 위치에 서열이 삽입되거나 삭제되는 확

률도 가지고 있다. HHblits에서도 단백질 서열을 단백

질 프로파일을 변환하기 위해서 유사한 서열들을 탐색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단백질 데이터베이스로 

UniProt[18]을 사용하였다. HHblits도 PSI-BLAST처럼 

입력 서열 대신에 다중 서열이 정합된 결과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단백질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는

데 본 논문에서는 5번의 반복을 수행하고 매 반복마다

의 프로파일을 구하였다. HHblits도 PSI-BLAST의 문

턱치 E값처럼 각 반복마다 추가되는 유사서열을 [-e] 

(기본 값 0.1) 옵션으로 조절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 

의 4개의 값을 사용하였다.

                       (20)

단백질 프로파일을 구성하기 위해서 HMM의 각 상

태에서의 여러 아미노산의 관측확률만을 사용하였는

데, HHblits은 관측확률은 다음의 형태로 출력한다.

 × log                   (21)

본 논문에서는 식 (21)에서 20개 아미노산의 평균적

인 빈도인 1/20에서 단백질 프로파일의값이 0이 되도록 

식 (22)로 변환하였고, -3.5보다 작은 값들은 –3.5로 만

들어서 너무 적은 빈도간의 차이는 무시하였다.  

log log                   (22)

Ⅳ. 단백질 이차구조 예측 실험

4.1. 실험 환경

실험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CullPDB 

server[19]에서 30%이하의 서열 동일성을 갖고 단백질 

구조의 해상도가 2.5 옹스트롬 보다 양호한 단백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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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대상으로, 논문 [5,7]과 같이 길이가 50이상이고 

700이하인 단백질 체인을 선택하였고, 체인의 개수는  

9091개이다. 단백질 서열로부터 예측한 단백질 이차구

조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단백질 삼차원 

구조로부터 얻은 이차구조가 필요하다. 단백질 구조자

료를 DSSP[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8개의 이차구조

(G: 3-helix, H: alpha helix, I: 5-helix, B: residue in 

isolated beta-bridge, E: extended strand, participates in 

beta ladder, T: hydrogen-bonded turn, S: bend, “.”: 

otherwise) 중의 하나로 분류하였고, 이를 세 가지 (G, 

H, I -> H; B, E -> E; T, S, “.” ->C)의 대분류인 나선(H), 

베타-병풍(E)과 코일(C)로 변환하여 본 논문의 이차 구

조를 정의하였다. 심층 신경망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계층은 복잡한 자료의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는 반면에 

학습 자료에 나타난 특성에 지나치게 적응할 수 있다. 

학습 자료에만 과적응된 신경망은 실제 평가 자료의 예

측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중

단(early stopping)을 사용하였다. 학습을 통하여 파리미

터를 갱신하고, 학습 자료와 별개의 검증 자료를 예측

하고 검증자료의 정확도가 현재까지의 갱신 회수의 2배

의 회수의 학습과정에서 정확도가 향상되지 않으면 학

습을 중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 자료를 균등하게 5

개로 나누고, 1개는 평가 자료로, 1개는 검증 자료로, 나

머지 3개는 학습 자료로 사용하였다. 

심층신경망으로 이차 구조 예측을 수행하기 위하여 

Theano[21]와 Lasagne[22] 패키지를 사용하여 CNN과 

RNN을 구현하였다. 신경망의 파라미터를 갱신하는 학

습 방법으로는 Adagrad[23]를 사용하였다.

4.2. 최적 단백질 프로파일 선택

단백질 이차구조 예측에 적합한 단백질 프로파일을 

찾기 위하여 여러 단백질 프로파일을 심층 신경망의 입

력 자료로 사용하여 예측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표 1과 표 2는 CNN을 사용하여 단백질 이차구조를 

예측한 정확도이다. CNN의 구조는 식 (3)에서 입력 자

료 
는 예측하려는 아미노산서열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주변의 39개의 아미노산 부분 서열에 해당하는 단

백질 프로파일이다. 1 번째 계층의 구조는   , 

 ,   이고, 2번째 계층은   ,  , 

  이다. 2번째 계층의 모든 출력 4960개를 입력으

로 식 (1)의 계층과 식 (2)의 계층을 차례로 통과하여 최

종 분류확률을 예측하였다.

학습과정에서 학습률을 0.001, 0.01, 0.1을 사용하여 

검증 자료에 대해 최고의 예측정확도를 주는 학습률을 

찾고, 이렇게 얻은 학습률의 2배와 1/2배의 학습률을 적

용하여 다시 최고의 정확도를 보이는 학습률을 찾았다. 

표 1은 학습률 0.005, 표 2는 학습률 0.01을 사용하였다. 

표 1은  PSI-BLAST를 여러 E값과 반복을 수행하여 얻

은 단백질 프로파일을 사용한 결과이다.

 

Table. 1 Accuracy of protein secondary structure prediction 
using PSI-BLAST and CNN (%)

E value
Iteration 

0.1 1 10 100

1 83.66 83.83 83.71 83.87

2 83.66 83.79 83.66 83.67

3 82.86 82.95 82.89 82.90
4 82.26 82.15 82.22 82.15
5 81.63 81.56 81.68 81.55

표 1에서 보듯이 단백질 프로파일을 구할 때에 사용

한 반복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었다. 

이는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문제에서는 반복적으

로 상동 단백질을 사용하여 단백질 프로파일을 구성할 

경우에는 질의 단백질의 구조와 다른 구조를 갖는 단백

질들 포함하여 질의 단백질의 특성과 다르게 표류(drift)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E값

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아미노산 부분서열의 길

이가 35와 43인 경우에도 최적 학습률은 0.005였고, 전

체적인 정확도의 경향은 부분 서열의 길이가 39인 표 1

과 같았다. 표 2는  HHblits을 여러 E값과 반복을 수행

하여 얻은 단백질 프로파일을 사용한 결과이다.

 
Table. 2 Accuracy of protein secondary structure prediction 
using HHblits and CNN (%)

E value
Iteration 

0.001 0.01 0.1 1

1 83.48 83.30 83.50 83.48

2 82.97 82.79 82.85 82.74

3 82.39 82.10 81.90 81.85
4 81.69 81.69 81.42 81.10
5 81.58 81.27 81.10 80.56

표 2의 경우에도 표 1과 마찬가지로 반복을 사용할수

록 성능이 저하되었고, E값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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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 부분서열의 길이가 35와 43인 경우에도 최적 

학습률은 0.01로서 표 2와 같았고, 전체적인 정확도의 

경향은 부분 서열의 길이가 39인 표 2와 같았다.

표 3과 4는 신경망으로 CNN대신에 RNN을 사용하

고 표 1, 2와 동일한 단백질 프로파일로 실험한 결과이

다. RNN의 구조는 식 (11)-(14)의 GRU에서 입력벡터 

는 예측하려는 위치와 이 위치의 앞과 뒤에 해당하는 

단백질 프로파일로서 60차원이며, 은닉벡터 의 차원

은 120이다. 또한, 식 (15)의 역방향에서의 은닉벡터 

도 사용 하며 차원은  120이고, 식 (16)과 같이 연결하여 

출력벡터 를 만들었다. 이를 다시 입력으로 사용하여 

전방향과 역방향의 GRU를 만들고 식 (16)으로 연결하

여 출력벡터를 만든다. 이를 식 (6)-(10)의 LSTM을 이

용하여 각 위치의 단백질 이차구조를 예측하였다. 최적 

학습률은 표1과 2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얻었고, 학습률 

0.01을 사용하였다. 

Table. 3 Accuracy of protein secondary structure prediction 
using PSI-BLAST and RNN (%)

E value
Iteration 

0.1 1 10 100

1 82.80 82.82 82.89 82.87

2 82.85 82.82 82.90 82.77

3 82.11 82.10 82.12 82.14
4 81.43 81.53 81.30 81.37
5 80.92 80.91 80.89 80.91

Table. 4 Accuracy of protein secondary structure prediction 
using HHblits and RNN (%)

E value
Iteration 

0.001 0.01 0.1 1

1 81.74 81.83 81.66 81.80

2 81.43 81.42 81.35 81.21

3 81.33 80.83 80.68 80.61
4 80.83 80.40 80.07 79.96
5 80.21 80.05 79.98 79.35

표 3과 4에서 보듯이 RNN을 사용할 경우에도 CNN

을 사용한 표 1과 표 2의 결과와 같이 단백질 프로파일

을 구할 때에 반복을 사용할수록 성능이 저하되었고, E

값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예측 정확도가 

CNN에 비하여 RNN을 사용할 경우에 하락되었다. 즉, 

이차 구조의 예측에는 인접한 정보를 차례로 이용하는 

것보다, 넓은 영역의 단백질 프로파일의 정보를 활용하

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었다. 은닉벡터의 차원을 90과 

150일 경우의 예측정확도는 표 1과 표 2의 경향과 동일

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단백질 이차 구조의 예측을 위하여 

효과적인 단백질 프로파일을 구성하였다. 단백질 프로

파일을 구성하기 위하여 질의 단백질과 상동 관계에 있

는 단백질 자료내의 단백질들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기

존에 널리 사용되는 PSI-BLAST이외에 추가적으로 

HHblits를 사용하였다. 여러 가지 단백질 프로파일을 

최근 들어 성능이 급격히 향상된 심층 심경망인 합성곱 

신경망과 순환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예측 정확

도를 조사하였다. 단백질 프로파일을 구성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상동 단백질의 문턱치는 예측정확도에 미치

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단백질 이차 구조와 같

은 단백질 구조의 예측에 있어서는 상동단백질들을 여

러 번 반복적으로 추가하는 만들어지는 단백질 프로파

일은 예측 정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향후에는 단백질 이차 구조의 예측에 최적화되도록 

다양한 신경망 구조와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신경

망들의 앙상블을 사용하면 예측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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