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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서열 정보만으로 단백질 이차 구조를 예측하기 위하여 심층 학습이 활발히 연구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백질 이차 구조를 예측하기 위하여 다양한 구조의 합성곱 신경망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단
백질 이차 구조의 예측에 적합한 신경망의 층의 깊이를 알아내기 위하여 층의 개수에 따른 성능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미지 분류 분야의 많은 방법들이 기반 하는 GoogLeNet과 ResNet의 구조를 적용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입력 자

료에서 다양한 특성을 추출하거나, 깊은 층을 사용하여도 학습과정에서 그래디언트 전달을 원활하게 한다. 합성곱 

신경망의 여러 구조를 단백질 자료의 특성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ABSTRACT

Deep learning has been actively studied for predicting protein secondary structure based only on the sequence 
information of the amino acids constituting the protein. In this paper, we compared the performances of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of various structures to predict the protein secondary structure. To investigate the optimal depth of the 
layer of neural network for the prediction of protein secondary structure, the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number of 
layers was investigated. We also applied the structure of GoogLeNet and ResNet which constitute building blocks of 
many image classification methods. These methods extract various features from input data, and smooth the gradient 
transmission in the learning process even using the deep layer. These architectures of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were 
modified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protein data to improv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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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생명현상에 필요한 대부분의 생화학 반응이 단백질

에 의해 수행하므로, 그 기능과 구조에 대한 많은 연구

가 수행되어 왔다.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일차원으로 

연결된 구조로서, 아미노산 서열이 단백질의 구조와 기

능을 결정한다[1]. 아미노산의 서열정보만으로 단백질

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내는 연구가 활발한데, 단백질 

이차 구조 예측은 이러한 연구의 중요한 요소 기술이다. 
단백질 일차 구조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서열

을 의미하고, 이차 구조는 이들 아미노산의 카보닐기 

산소 원자와 아민기 수소 원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형

성되어 나타나는 국소적인 규칙적 구조를 말한다[2]. 이
차 구조 예측에 사용된 방법은 용매접근도, 국소적 골

격 각도 등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정보로 활용된다.
단백질 이차 구조를 예측하기 위하여 심층 신경망

(deep neural networks)을 이용하는 많은 연구가 있다

[3-7]. 본 논문에서는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논문 [7]
에서 사용한 합성곱 신경망의 여러 구조를 적용하고, 
합성곱 신경망이 커다란 성능향상을 거둔 이미지 분류 

분야의 기술을 단백질 이차구조의 예측에 적용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많은 수의 층을 사용하는 심층 신경망의 구

조가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미지 인식 대회인 

ILSVRC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8])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최근의의 방법들은 수십-
수백 개의 층을 사용하고 있다. 2014년 ILSVRC에서 

1000개 클래스를 분류하는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한 

GoogLeNet[9]은 인셉션 구조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인셉션 구조는 3개의 합성곱과 1개의 풀링을 결합

하여 층을 구성하는데, 이것이 합성곱 하나만으로 층을 

구성하는 기존의 방법과 차이점이다. 2015년 ILSVRC
의 1위인 ResNet[10]은 층을 깊게 하였을 경우에도 학

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스킵 연결을 사용하는데, 
스킵 연결은 입력 자료를 합성곱 계층을 건너뛰어 합성

곱 계층의 출력과 더하는 구조이다. 최근의 이미지 분류

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대부분의 방법들도 GoogLeNet
과 ResNet 구조에 기반한 방법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GoogLeNet과 ResNet 구조를 단백질 이차 구조의 예측

에 적용하여 효과적인지를 조사한다. 또한, 많은 수와 

넓이를 가진 층을 사용하는 심층 신경망은 학습이 어렵

고, 과적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

여 조기 중단과 드롭아웃을 적용한다. 

Ⅱ. 합성곱 신경망의 다양한 구조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분류에 널리 사용되는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단백질 

이차구조 예측에 사용한다. 여러 신경망의 근간을 이루

는 다층 신경망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져 복잡한 자료

를 모델링하기에 적합하다. l-번째 층의 i-번 유닛 
은 

(l-1)-번째 층의 유닛들로부터 얻는다. 처음 층의 
는 

입력 자료이다. 


 






  
      (1) 


 은 (l-1)-번째 층의 j-번 유닛과 l-번 계층의 i-번 

유닛을 연결하는 가중치, 
 는 l-번째 층의 i-번 유닛에 

더해지는 편향 값이다. 변환함수 로 자주 사용되는 함수

는 relux  max  ,   exp , 
tanh  expexp이다. 분
류를 수행하는 문제에서는 마지막 계층의 를 없애고

얻은 마지막 층의 출력에 식 (2)의 소프트맥스(softmax) 
함수를 적용하여 각 부류의 사후 확률 을 얻는다. 

 exp




exp
 (2)

합성곱 신경망은 국부적 연결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를 이용하여 인접한 자료간의 상관관계를 모델링하기

에 적합하며, 식 (1)의 완전연결 층에서는 무시되는 위

치에 따른 자료의 형상을 유지한다. 본 논문의 입력 자

료는 기존연구 [3-7]과 같은 단백질 프로파일 로서, 

첨자 는 서열의 위치이고 는 20차원으로 각 아미노산

의 치환 빈도이다. 따라서 단백질 프로파일은 이미지와 

같은 이차원 자료로서 위치별 특징이 반영되는 합성곱 

신경망의 적용이 가능한다. 합성곱 층에서는 입출력 자

료를 특징맵(feature map)이라 한다. 
를 층의 번

째 특징맵이라 하고, 층의 여러 특징맵을 이용하

여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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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는  층의 특징맵들의 개수, 와 은 

계산에 사용되는 국부영역의 크기로서 학습할 필터 

의 크기를 결정한다. 단백질 프로파일은 합성곱 신경망

의 입력으로 
의 역할을 하며, 입력은 하나의 특징맵

으로 구성된다. 풀링(pooling) 층에서는 아래층 특징맵

의 평균값 또는 최대값을 구하는데, 이미지 분류에서 

위치의 변화에 무관한 특징을 추출하는데 유용하다. 마
지막 계층은 출력을 일차원으로 변환하여 식 (1)의 신경

망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여러 개의 다층 신경망을 구성

하고, 식(2)로 최종 부류별 확률을 구한다.
기존 심층망에서는 식 (3)의 합성곱을 하나만 사용하

여 층을 구성하는데, GoogLeNet[9]은 여러 개의 합성곱

을 결합하여 층을 구성한다. GoogLeNet이 사용하는 인

셉션 구조는 3개의 합성곱(×, ×, × 필터 크

기)과 1개의 × 크기의 최대값 풀링을 결합하여 만든 

층이다. 인셉션 구조를 이루는 ×과 × 합성곱의 

입력은 차원 축소를 위하여 × 합성곱을 앞단에 먼

저 적용하여 출력을 얻고, 이 출력에 합성곱을 적용한

다. × 최대값 풀링은 풀링을 하여 얻은 출력에 다시 

× 합성곱을 적용한다.
ResNet[10,11]은 많은 층으로 구성된 신경망이 원활

히 학습이 되고 정확도가 향상되도록 다음의 스킵 구조

를 사용한다.

  

 
 (4)

단,  은   층의 입력과 출력이고,   인 

항등함수 이고, 는 논문 [10]에서는 이었으나, 논
문 [11]에서는 전방향과 역방향으로 모두 신호가 보다 

직접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항등함수를 사용하였다. 
잔차함수 는 여러 처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ResNet 
[11]에서는 입력 값 정규화, , 가중치 행렬, 입력값 

정규화, , 가중치 행렬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

서도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구조를 실험하였다.

Ⅲ. 실험 및 결과

3.1. 실험 자료

실험 자료는 CullPDB server[12]로부터 30%이하의 

서열 동일성을 갖고 단백질 구조 해상도가 2.5 옹스트

롬보다 높은 단백질 자료를 추출하였다. 논문 [5,7]과 

같은 방법으로 길이가 50이상이고 700이하인 단백질 

체인 9091개를 선택하였다.
예측하고자 하는 단백질의 이차구조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 따라 DSSP[1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차구조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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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였고, 이 결과를 세 가지 (G, H, I -> 
H; B, E -> E; T, S, “.” ->C)의 대분류인 나선형의 구조

(H), 병풍형태의 평평한 구조 (E)와 이들 이외의 불규칙

한 형태인 코일(C)로 변환하여 이차 구조를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단백질 서열을 변환한 단백질 프로파

일을 이차구조 예측을 위한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단백

질 프로파일은 PSI-BLAST[14]를 사용하여 변환하려는 

단백질 서열과 유사한 서열들을 단백질 데이터베이스

에서 탐색하여 구성한 PSSM (position specific scoring 
matrix)이다. 이는 서열의 길이가 일 때, 개의 위치

에서 20개의 아미노산이 관측될 확률을 나타내는 

× 차원의 행렬이다. PSI-BLAST를 사용한 탐색에

는 단백질 서열 자료 UniRef50[15]를 이용하였고, 문턱

치 E값은 1로 설정하였다.

3.2. 심층 신경망의 학습

심층 신경망은 다수의 층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수의 

파라미터를 가지므로, 학습 자료에 나타난 특성에 지나

치게 적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적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중단(early stopping)과 드롭아웃

(DropOut)을 사용하였다. 조기중단은 학습 과정에서 학

습 자료와 겹치지 않는 검증 자료를 예측하고 검증자료

의 정확도가 현재의 파라미터 갱신 회수의 2배내에서 

향상되지 않으면 학습을 중단하고, 가장 좋은 정확도를 

보였던 모델을 최종 신경망으로 선택한다. 본 논문에서

는 CullPDB server[12]에서 얻은 9091개의 단백질 서열

을 균등한 개수로 5개로 나누고, 1개는 평가 자료로, 1
개는 검증 자료로, 나머지 3개는 학습 자료로 사용하였

다. 드롭아웃은 신경망을 규격화(regularization)하는 방

법의 일종으로[16], 각 층의 출력은 확률 를 가지고 그

대로 유지되거나, 의 확률로 0으로 변환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를 사용하였다.
심층신경망의 구현은 Theano[17]와 Lasagne[18]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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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를 사용하였다. 신경망의 파라미터를 갱신하는 학

습 방법으로는 Adagrad[19]를 사용하였고, 학습률은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0.01때가 대부분 성능이 좋았으므

로 이를 사용하였다.

3.3. 단백질 이차 구조 예측

Table. 1 Accuracy of protein secondary structure prediction 
for layer depth and filter size (%)

filter L
depth 3 4 5 6 7 8 9

4 83.77 84.05 84.23 84.18 84.27 84.27 84.32

5 84.21 84.35 84.69 84.82 84.80 84.78 84.73

6 84.40 84.71 84.84 84.83 84.80 84.67 84.52

7 84.40 84.64 84.77 84.60 84.51 84.69 84.64

8 84.30 84.69 84.67 84.46 84.62 84.63 n.a

9 84.29 84.52 84.65 84.64 84.61 n.a n.a

10 84.32 84.61 84.64 84.55 n.a n.a n.a

11 84.35 84.47 84.46 n.a n.a n.a n.a

표 1에서 심층 신경망의 깊이에 따른 단백질 이차구

조의 예측 정확도를 조사하였다. 입력은 예측하려는 이

차구조의 아미노산 위치와 이 위치의 좌우로 10개씩으

로 구성된 × 차원의 단백질 프로파일을 사용하였

다. 첫 번째 층의 합성곱은 다양한 필터의 크기를 조사

하였는데, 아미노산 한 개의 나타내는 20차원을 하나의 

단위로 사용하는 × 필터가 성능이 높았고, 특징맵

은 500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 층부터는 필터의 크기가 

×이고, 특징맵은 400을 사용하였다. 합성곱에 패딩

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성능이 좋았고, 패딩을 사용하

지 않았으므로 층이 깊어질수록 출력값의 길이는 감소

한다. 따라서 층의 깊이에 따라 길이가 긴 필터는 적용

할 수 없고, 표 1에는 n.a로 나타내었다. 마지막 층들은 

앞 단계의 출력의 개수의 의 출력 개수를 갖는 식 

(1)을 사용한 완전 연결 층과 식 (2)의 분류를 수행하는 

층으로 구성된다.
표 1에서 [depth]가 5, 6이고 [filter size]가 5, 6, 7 일 

때 최적의 성능을 보였다. 같은 조건에서 특징맵의 개

수를 작게 하거나 풀링 계층을 사용하면 성능이 하락하

였다. 이는 분류하려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최적인 층

의 깊이, 필터의 크기, 특징맵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이

다[20-23]. 문자인식 방법[20, 21]에서는 풀링층을 제외

하면 4개의 층, ×와 ×의 합성곱 필터크기, 수십 

개의 특징맵 개수를 가진 것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반

면에, 이미지 인식 방법[9-11]에서는 백개 이상의 많은 

층, 주로 × 작은 크기의 필터, 수백개의 특징맵을 가

진 구조가 성능이 우수하다. 표 1에 보듯이 단백질 이차 

구조의 예측 문제는 문자 인식과 이미지 인식의 중간적 

특성을 갖는다.

Table. 2 Accuracy of protein secondary structure prediction 
using GoogLeNet Inception structures(%)

inception depth:(number of feature maps) accuracy

1,(100,50,50,150,150) 83.77

1,(150,50,100,100,100) 83.74

1,(50,100,50,150,150) 83.73

2,(100,100,150,50,100) 83.94

2,(50,150,150,50,100) 83.94

2,(150,100,100,100,50) 83.93

3,(150,100,150,50,50) 83.76

3,(100,50,100,100,150) 83.72

3,(150,50,50,150,100) 83.71

표 2는 GoogLeNet[9]의 인셉션 구조를 사용하여 단

백질 이차구조를 예측한 결과이다. GoogLeNet의 구조

를 그대로 사용하여 예측하면 정확도가 80% 이하이다. 
이는 GoogLeNet은 입력 자료가 224x224 크기이고 이

미지이고, 첫 번째 필터의 크기가 ×이었는데, 단백

질 프로파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1과 

같이 첫 번째 필터는 × 합성곱을 사용하였고, 인셉

션 구조에는 ×, ×, ×, × 합성곱 필터와 

× 최대값 풀링을 사용하였다. 인셉션 구조에서 차

원을 줄이기 위한 × 합성곱의 특징맵의 개수는 각 

필터의 특징맵 개수의 1/2로 하였다. 신경망의 마지막 

두층은 표 1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 
인셉션 구조를 구성하는 각각의 필터의 최적인 특징

맵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 필터는 특징맵의 개수를 

(50,100,150) 중의 하나의 값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5
개 필터의 특징맵의 합이 500이 되도록 고정하여 예측 

정확도를 조사하였다. 표 2에는 인셉션 구조의 깊이 1, 
2, 3에 대하여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상위 3개의 특징맵

의 조합을 나타내었다. 
예측 실험을 수행한 결과 인셉션 구조를 구성하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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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크기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고, 인셉션구조를 사

용한 것이 표 1의 단일한 합성곱 보다 성능이 낮았다. 
단백질 이차구조의 예측에는 합성곱 필터의 크기를 달

리 하여 결합하는 인셉션 구조의 효과가 크지가 않았다

고 판단된다.

Table. 3 Accuracy of protein secondary structure prediction 
using ResNet residual structures(%)

inc, L, s, nMap accuracy

0, 5, 5, 400 83.12

0, 5, 6, 400 83.10

0, 3, 6, 600 83.08

1, 5, 2, 400 83.13

1, 3, 2, 400 83.09

1, 5, 3, 600 83.02

2, 3, 2, 400 82.97

2, 5, 2, 200 82.95

2, 3, 3, 400 82.93

표 3에서는 ResNet [11]구조를 사용하여 단백질 이

차구조를 예측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표 2와 마찬가

지로 ResNet에서 ×크기의 첫 번째 필터 대신에 

× 을 사용하였다. ResNet [10, 11]에서는 식 (4)의 

스킵구조를       회 수행한 후에, 스트라이드 

2를 사용한 합성곱 필터를 적용하면서 특징맵의 개수를 

2배 증가시키는데, 본 논문에서는 특징맵의 증가회수 

inc   과 시작 특징맵의 수     

에 대하여 실험하였다. 또한, 식 (4)를 구성하는 합성곱 

필터는 ×    크기에 대하여 실험하였다. 각 

inc에서 상위 3개의 높은 성능을 갖는 와 L, nMap에서

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식 (4)의 스킵구조에 2개의 합성곱이 수행되므로 

회의 스킵구조는 ×번의 합성곱이 수행된다. 각 inc
에서 inc+1번의 ×번의 합성곱과 특징맵을 증가시

키는 inc번의 합성곱이 수행되므로 inc    인 경

우에는 21개의 합성곱 층으로 구성된다. 예표 3에서 보

듯이 inc가 3인 경우의 많은 층을 사용하여도 성능이 저

하되지 않는다. 이는 ResNet구조로 인하여 그래디언트 

값이 용이하게 역전파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11]. 
하지만 층의 개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전체적인 성능 향

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아미노산 서열 정보만을 사용하여 단

백질 이차 구조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인 합성곱 신경망

의 구조를 조사하였다. 특히, 심층 신경망을 사용하여 

높은 정확도를 얻고 있는 이미지 분류 분야의 기술을 

단백질 이차구조의 예측에 적용하였다. 
이미지 분류 분야에서는 많은 층을 가진 합성곱 신경

망을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데, 단백질 이차 구조

의 예측 문제는 문자 인식과 이미지 인식에서 각각 효

과적인 층의 개수의 중간부분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였

다. 또한,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신

경망 구조를 적용하였는데, 예측 정확도의 향상이 적었

다. 즉, 단백질 프로파일처럼 고정된 구조의 입력은 

GoogLeNet처럼 신경망의 층을 다양한 크기의 합성곱

으로 구성하여 여러 크기의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이 효

과가 적었고, ResNet 처럼 심층구조의 신경망을 원활하

게 학습시키기 위한 방법은 단백질 이차구조의 예측에

는 아주 많은 층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효과가 적었다.
향후에는 단백질 이차 구조의 예측에 적합하도록 신

경망 구조의 구조를 최적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심

층 신경망을 구성하는 파라미터를 효과적으로 학습하

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할 필요성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한 구조의 분류기를 사용하였는데, 
대부분의 단백질 이차 구조 예측 방법들은 여러 구조의 

신경망들의 앙상블을 사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므로, 
여러 방법을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예

측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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