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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단백질 분자 인식을 한 복합 추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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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Retrieval Machine for Recognizing 3- D Protein Molecules

이 항 찬*

(Hang-Chan Lee)

Abstract - Harris corner detector is commonly used to detect feature points for recognizing 2-D or 3-D objects.   

However, the feature points calculated from both of query and target objects need to be same positions to guarantee 

accurate recognitions.  In order to check the positions of calculated feature points, we generate a Huffman tree which is 

based on adjacent feature values as inputs.  However, the structures of two Huffman trees will be same as long as both 

of a query and targets have same feature values no matter how different their positions are.  In this paper, we sort 

feature values and calculate the Euclidean distances of coordinates between two adjacent feature values. The Huffman 

Tree is generated with these Euclidean distances. As a result, the information of point locations can be included in the 

generated Huffman tree.  This is the main strategy for accurate recognitions. We call this system as the HRM(Hybrid 

Retrieval Machine).  This system works very well even when artificial random noises are added to original data. HRM 

can be used to recognize biological data such as proteins, and it will curtail the costs which are required to biological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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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텍스트 기반으로 정보를 얻던 기 디지털시 를 거쳐 인

간의 시각정보를 통해 용량의 정보를 신속히 달하기 

한 다차원 데이터를 처리하는 멀티미디어 기술이 발 되어 

왔다. 2차원의 데이터 역시 많은 정보를 달하는 매체이나 

인간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제한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의 의도에 부합되도록 수정 편집이 용이한 3차원 데

이터에 심을 갖게 되었다. 3차원 데이터는 컴퓨터 비젼과 

목되면서 3차원 객체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컴퓨터 그래픽 응용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차원 객체 인식은 원하는 객체를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찾아내고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차원 객체인식

은 단순한 객체의 추출뿐 아니라 단백질 등 생체의 외형을 

인식하여 생화학 인 특성을 측하는 Bioinformatics[1] 분

야에도 용할 수 있다.  단백질 분자들은 서로 결합하여 

특정한 구조와 특성을 가진 생물학  개체로 분화하는데 이

들의 결합은 유사한 외형을 가진 분자들끼리 결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2].  이에 따라 생물학  실험을 

통해 단백질 분자들의 결합특성을 연구해 왔으나 이를 해

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제 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컴

퓨터를 이용한 3차원 객체 인식 알고리즘들이 개발 되어 왔

고 이는 일반 인 객체의 인식뿐 아니라 생명 공학에도 응

용되어 생물학  실험에 소요 되는 막 한 비용을 감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 다.  

3차원 객체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은 3차원 히스토그램에 

의한 분류[3], 시각  유사성에 의한 객체의 분류[4], Fourier 

Transform 등 주 수 역에서의 분류[5], 객체의 Entropy 

에 의한 분류[6], 객체 표면을 구성하는 vector 분석에 의한 

분류[7], vector 양자화에 의한 분류[8], 외형 분포에 의한 분

류[9], 그리고 voxel cube 에 의한 분류[10] 등 수많은 알고

리즘이 존재하나 어느 하나도 신뢰할만한 인식 결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차원  3차원 객체 인식에 신뢰성을 가

지고 리 사용되는 Harris 검출기를 이용하여 단백질 분자

의 외형을 분석하고 특징 을 검출하여 단백질 외형을 묘

사할 수 있는 참조 으로 사용하 다.  검출된 특징 은 

지역 데이터의 분포에 기반 한 값으로 표 되는데 이는 다

른 형태의 외형을 가진 단백질이라 하더라도 지역데이터 분

포가 유사하다면 특징 의 치와 계없이 같은 값으로 

표 되고 결과 으로 잘못된 객체인식을 래할 수 있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특징 의 

치좌표를 입력으로 하는 Huffman tree를 설계하고 이를 계

산 된 특징 의 값들과 결합하여 두 단백질 분자 간의 유

사성을 측정하 다.  Harris 검출기와 Huffman tree가 결합

된 인식기는 단백질 분자를 표 하는 voxel 좌표가 외부의 

노이즈에 의해 변형 되었을 때도 성공 으로 동종의 단백질 

분자를 검색해 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검색기

를 HRM(Hybrid Retrieval Machine) 이라 명명한다.

논문의 2장과 3장에는 각각 Harris 검출기와 Huff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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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 에 한 설명이 주어졌고, 이들이 결합된 HRM 은 4장

에서 소개 되었다.  5장과 6장은 각각 실험결과 와 결론은 

나타낸다.

2 . Harris Corner Detector

  특징 을 기 으로 하는 객체 인식 알고리즘에서 회 , 

스 일링, 잡음 등의 외부변형에 한 강인성은 인식알고리

즘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Harris 검출기는 사

 필터링을 통해 잡음을 제거하고 지역 데이터 분포를 사

용하기 때문에 외부 변형에 한 강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객체 인식을 한 특징  검출에 리 사용된다[11][12]. 검

출된 특징 들은 디지털 상이나 객체를 인식하기 한 

참조 으로 사용될 수 있다. Harris 검출기는 주어진 지

의 지역 autocorrelation을 사용하여 특징 을 결정 한다.  

2차원의 이미지를 고려할 때 주어진 한 의 화소 값을 

라 정의 하고 (Δx,Δy) 에 의해 이동 되었다면 그때의 

autocorrelation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 

∆ ∆    (1)
식 (1)에서 W(p, q) 는 한  (x ,y)를 심으로 하는 도

우로 정의 하고 그 값은 상수 혹은 가우시안  분포를 가질 

수 있으며 두 번째 항인 ∆∆는 Taylor 확장에 
의해서 식 (2)와 같이 근사 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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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미분 I(x,y)는    와  로 표 된다.  만일 식 (1)

의  ∆∆  항이 식 (2)로 치환된다면 식 (3)을 얻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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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상의 데이터 분포  구조는 식 (3)의 행렬 

M(x,y)의 eigen-value  에 의해 설명 되어질 수 있다.  

즉 eigen-value  의 값이 크다면 특징 이 되고 작다

면 주어진 은 평탄한 역으로서 특징 이 될 수 없다.

  지 까지 기술한 2차원의 Harris 검출기는 약간의 변형을 

통하여 3차원 객체의 특징  검출기로 사용될 수 있다.  

식 (3)에서의 2차원 행렬 M 은 식 (4)와 같이 3차원으로 확

장 될 수 있다[2].

 










 

 


 



  


 

 

  



 


   


 







  (4)

  행렬 M(x,y,z)에 한 3개의 eigen-value를 구한후 식 (5)

와 식 (6)을 이용하여 determinant 와 trace를 계산 하 다.  

외부의 변형에 강인성을 보이는 sec 한 식 (7)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지 에 한 특징 

으로써의 강도(saliency)가 식 (8)에 의해서 구해진다.

                             (5)

                         (6)

                     (7)

 


(8)

3. Huffman Code

  Huffman 코드는 정보 과학이나 산학 분야에서 리 사

용되고 있는 entropy에 기반 한 정보 coding 알고리즘이다

[13].  Entropy란 어떤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정의하기 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량을 의미 한다. Huffman 코드는 60년 

에 개발된 오래된 알고리즘이지만 강력한 에 지 압축 특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까지 비 손실 데이터 압축 분

야에서 리 사용 되고 있다.  Huffman 코딩은 코드 북 생

성과 코딩의 두 가지 단계로 구성 되어있다.  코드 북 내에 

존재하는 각각의 코드 워드는 주어진 데이터 심볼의 발생확

률에 근거한다.  즉, 가장 발생 확률이 낮은 심볼은 상

으로 긴 코드워드로 코딩 되는 반면 발생 확률이 높은 심볼

은 상 으로 짧은 코드 워드로 표 된다.  결과 으로 주

어진 데이터를 Huffman code로 코딩 했을 때 체 데이터

의 크기가 작아지며 이러한 특징이 데이터 압축의 효율성을 

증  시키는 주요한 요소이다.  Huffman 코딩을 한 코드 

북을 생성시키기 해 각각의 심볼은 심볼의 발생 확률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야 한다.  정렬된 심볼들  발

생 확률이 가장 낮은 두 개의 확률을 더하여 새로운 확률을 

계산하고 계산에 사용된 두 개의 확률은 확률 목록에서 삭

제된다.  계산된 확률 목록은 다시 확률의 크기에 따라 내

림차순으로 정렬된 후 가장 작은 두 개의 확률은 다시 더해

지고 계산에 사용된 두 확률은 목록에서 삭제된다.  이러한 

차를 최종 하나의 확률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두 개

의 확률을 더하기 해 두 확률을 묶은 Tree를 Huffman 

Tree라고 하고 생성된 Tree의 형태는 Bottom up 이진 

Tree이다.  마지막으로 Huffman Tree의 각 노드에 이진수

(‘0’ or ‘1’)를 할당한다.  를 들어, [A(0.3), B(0.25), C(0.1), 

D(0.2), E(0.15)] 과 같은 심볼 목록이 있다고 가정하자.  

호 안의 숫자는 각 심볼의 발생 확률을 나타낸다. 이러한 

심볼에 해 에서 설명한 Huffman 코드 생성 알고리즘을 

용하면 각 심볼에 [A(‘0 0’), B(‘0 1’), C(‘1 0 1’), D(‘1 1’), 

E(‘1 0 0’)] 과 같은 이진 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윗 에

서 볼 수 있듯이 상 으로 가장 짧은 코드 (‘0 0’)이 가장 

발생확률이 높은 심볼 A에 할당되었다.  심볼 B와 D에도 

비록 2 비트가 할당되기는 하 으나,  B 와 D 에 2비트가 

할당 되었을 때 확률이 가장 높은 A에는 1 비트도 할당될 

수 있지만 반 로 A에 2비트가 할당 되었을 때 B 와 D에

는 로 1 비트가 할당될 수 없다.  이는 심볼 A의 발생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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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RM(Hybrid Retrieval Machine)

  앞 에서 설명된 Huffman Tree의 구조를 분석하면 데이

터의 분포를 측할 수 있다.   를 들어 두 개의 다른 데

이터 군이 있을 때 두 데이터 군에 해 각각 Huffman 

Tree를 용시키면 다른 형태의 Huffman Tree 가 생성되

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특징을 3차원 객체(본 논

문에서는 단백질 분자)의 모양(shape)을 구별하는데 용할 

수 있다.  단백질 분자는 유사한 형태의 분자끼리 서로 결

합하여 새로운 생명체 혹은 생체의 부분들을 생성 하므로 

단백질 분자의 형태 분석은 그들의 결합특성을 측할 수 

있는 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수 있다.  

  를 들어 pk13-A로 명명된 하나의 단백질 분자를 고려

해보자.  3차원으로 스캔 되어 voxelize된 단백질 분자에 이

 장에서 설명된 Harris 검출기를 용하여 일정한 수의 

특징 들을 계산해 낸다.   계산된 특징 의 특징 값들을 

양자화 한 후 발생 확률을 계산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이에 해 Huffman Tree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생성

된 Tree 는 계산된 특징 들의 치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다른 데이터 치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데이터 군을 고려할 때 그들의 특징 값과 그들의 

발생확률이 같은 한 데이터의 치 값에 계없이 같은 구

조의Tree가 생성 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들의 치 정

보를 포함하는 Huffman Tree 를 생성하기 해서는 Tree 

생성을 한 입력 데이터의 구성에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Harris 검출기로 계산 된 특징 들의 값

들을 양자화 하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후 바로 인 한 두 

값들에 응하는 정 의 Euclidean 거리를 측정 하 다. 계

산 된 Euclidean 거리는 내림차순으로 다시 정렬되고 이 거

리 데이터에 해 에서 설명된 방법으로 Huffman Tree를 

생성하 다.  Euclidean 거리를 가지고 계산된 Huffman 

Tree는 하나의 객체(본 논문에서는 단백질)의 특징 들에 

한 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계산된 특징 의 값들

과 Huffman Tree의 구조를 토 로 두 단백질의 유사성을 

비교하기 해서 식 (9)와 (10)이 제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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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9)와 (10)에서 첨자 i는 비교를 한 단백질의 수를 

제어하고 첨자 j는 하나의 단백질 내에 구해진 특징 들의 

수를 제어한다. 와 는 각각 query 와 target 단백질

의 특징 들의 값들을 나타낸다. Query 단백질과 Target 

단백질의 특징 들에 한 Huffman code 의 길이는  

와 로 각각 표 된다.  두 단백질의 거리를 측정하기 

한 요소로 사용된 Huffman Tree 와 특징 들의 값에 동일

한 가 치를 두기 한 scalier 로써 k가 사용 되었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HRM의 순서도 이다.

5 . 실험결과  토론 

  에서 제안된 HRM 의 성능을 검증키 해 20개의서로 

다른 단백질 (13pk-A, 1a7c-A, 1a88-A, 1aox-A, 1ar1-A, 

1atk, 1auo-A, 1auy-A, 1aw1-B, 1aw5, 1ax4-A, 1ayo-A, 

1aye, 1b77-A, 1b8a-A, 1b99-A, 1bar-A, 1bef-A, 1dzr-A, 

1gwz)이 사용되었다.  식 (9)와 (10)을 이용하여 각 단백질 

간의 거리를 계산 하 고 그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동일한 단백질일 경우 계산된 거리가 ‘0’이므로 검은색으로 

표시 되었고 거리가 증가할수록 하얀색에 가까운 그 이 스

일로 표시 하 다.  를 들어 두 단백질 1aw5  와 1aye 

는 다른 단백질의 조합보다 상 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결과 으로 하얀색으로 표시되었다. 

  일반 으로 디지털 데이터는 외부로부터의 변형에 취약하

다. 따라서 주변 환경에 의한, 혹은 고의 인 변형이 디지털 

데이터에 가해진다면 2차원뿐 아니라 3차원 객체 검색의 정

확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데이터 검

색을 한 알고리즘은 입력 데이터에 노이즈가 첨가 되었을 

때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한 검이 필요 

start

Voxelized
Protein DB(N)

Calculates Distance 
Between Query and DB Object

Calculate Feature Points with
Harris Detector

Sort Feature Values

Save
Distance (i)

Select the Smallest Distance and
Corresponding Protein

Generate Huffman Tree

Calculate Euclidean Distance
For  Coordinates of

Adjacent Feature Points.

i >= N

End

Retrieve the selected Protein

i

Yes

i=i+1

No

Huffman Tree and
Feature Values
Of Query Object

그림 1 HRM(Hybrid Retrieval Machine)의 순서도.

Fig. 1 A Flow Chart of HRM (Hybrid Retrieval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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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알고리즘의 강인성은 특징  도

출을 해 지역 역에 기반을 둔 Harris 검출기의 강인성

에 기인한다.  Harris 검출기로 계산된 특징 들이 입력 데

이터가 변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혹은 유사한 치

에서 검출된다면, 이 특징 들의 Euclidean 거리에 기반을 

둔 Huffman Tree 도 강인성을 유지 할 수 있고 결과 으로 

높은 정확도로 단백질을 구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20개의 서로 다른 단백질 분자간의 유사도(거리)

Fig. 2  Distances between 20 different proteins.

   

  본 연구에서 사용된 Harris 검출기의 강인성을 검증하기 

해 주어진 단백질의 voxel 데이터에 난수 발생기를 이용

한 인 인 노이즈를 첨가하 다.  즉 하나의 단백질을 구

성하는 voxel  10% ~ 50% 에 해당하는 수의 voxel을 임

의로 선택하고 선택된 voxel들의 좌표 값에 난 수 발생기를 

이용한 랜덤 노이즈를 첨가하여 인 으로 좌표를 변경하

고 좌표의 변경은 단백질 외형의 왜곡을 래하 다.  여

기서 좌표 값의 변경은 원 좌표 값의 10% 이내로 제한하

다. 10% 이상의 좌표 변경은 voxel 좌표의 변경 여부를 육

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

다.  노이즈 첨가  후에 검출된 특징 들 의 치가 그

림 3과 같이 3차원 공간에 표시 되었다.  노이즈의 첨가에 

따라 특징 들의 근소한 이동은 있었으나 단백질 인식의 

정확도에 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 않음이 찰 되었다.  4

개의 그래  모두 우측에 높은 도를 가진 특징 들이 검

출되었다.  이는 단백질에 존재 하는 pocket 역을 나타내

며, pocket 역에서 단백질이 서로 결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에서 제시된 Harris 검출기는 단백질 분자

의 pocket 역을 측하는 데에도 사용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하나의 그룹에 존재하는 무수한 단백질 분자들이 어

떠한 형태로 결합될 것인지를 측할 수 있다.  결합의 형

태에 따른 생물학 인 특성의 변화에 해서는 본 논문에서 

언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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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랜덤 노이즈가 첨가 된 후 계산된 특징 들.

Fig. 3 Calculated salient points after random noises are 

added.

  그림 4에서 하단에 치한 색의 그래 는 하나의 단백

질(여기서는 13pk-A)에서 임의로 선택된 1%~20%의 voxel

들에 노이즈를 첨가 한 후 원본 13pk-A 와 비교를 해 식 

(9)와 (10)에 의해 계산 된 거리를 나타내고 상단의 란색 

그래 는 노이즈가 첨가 되지 않은 20개의 서로 다른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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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변형되지 않은 이종 단백질 분자들 간의 거리와 변

형 후의 동종 단백질 분자간의 거리.

Fig. 4 Distances of Original Heterogeneous Proteins and 

Noise added Homogeneous Proteins. 

단백질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노이즈가 첨가된 voxel의 수가 증가할 때 계산된 거리가 

항상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특징 이 있는 치에

서 일정한 개수의 voxel 을 선택하고 동일한 치에서 

voxel 값만 변경시킨다면 변경되는 voxel 값의 증가에 따라 

거리 가 증가하겠지만 생물학  데이터인 단백질의 변형이 

특징 에만 국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데이터  

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의의 치에 노이즈를 첨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voxel의 치

를 난수 발생기를 이용하여 선택하 고 선택된 voxel 값의 

변 를 10 %로 한정하 기 때문에 선택된 voxel의 개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거리가 항상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즉 

무작 로 선택된 voxel의 치가 특징 이 있는 치일 경

우에는 원본 데이터와의 거리는 증가하겠지만 특징 이 선

택이 되지 않았다면 선택된 voxel의 개수가 증가한다고 해

서 반드시 거리가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것

이 지역 역에 기반을 두고 특징 을 산출하는 Harris 검

출기에 기반 한 HRM의 장 이기도 하다. 그림 5는 13pk-A

를 구성하는 체 voxel 의 50 %까지 노이즈를 첨가한 후 

계산된 거리와 가장 유사한 이종 단백질 간의 거리를 비교

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20개의 단백질  13pk-A

와 가장 유사한 단백질은 82.2 의 거리를 갖는 1dzr-A로 

1~50%의 voxel에 노이즈가 첨가된 13pk-A 의 모든 경우보

다 히 높은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에서 언 한 바

와 같이 노이즈를 포함한 voxel수의 증가가 반드시 원본 단

백질과의 거리 증가를 유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커  피

 결과 인 한 데이터간의 거리에 한 변 가 노이즈가 

증가함에 따라 차 감소됨이 확인 되었다.  이는 선택된 

voxel 의 좌표 값 변경을 10 % 이내로 한정한 결과로 노이

즈가 첨가된 voxel 수가 증가한다 할지라도 거리 증가에 미

치는 향의 증가 폭은 증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앞에

서도 언 한 바와 같이 10 % 이상 좌표 값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육안으로도 형태의 왜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형태 

인식의 차원보다는 생물학  특성 분석을 통한 근이 타당

할 것이다.  따라서 단백질 좌표 값의 변 를 10 % 이내로 

한정한다면 그림 4와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노이즈가 첨

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단백질 간의 거리가 이종단백

질 간의 거리보다 히 작음이 확인되었고 이로써 본 논

문에서 제시된 알고리즘의 강인성이 입증되었다.

그림 5 이종단백질과 노이즈가 첨가된 동종단백질간의 거리 

비교.

Fig. 5 The Comparison of Distances between Heterogeneous 

and Noise added Homogeneous Proteins.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arris 검출기와 Huffman Tree 가 결합된 

HRM(Hybrid Retrieval Machine)을 제안 하 다.  단백질 

분자의 형태 분석을 해 Harris 검출기가 사용 되었고 검

출된 특징 들의 치 정보를 악하기 해 Huffman 

Tree 를 사용하 다.  Harris 검출기는 지역 역 데이터 분

포에 기반 하여 특징 을 검출 하므로 voxelize된 단백질 

데이터에 약간의 잡음 혹은 변형이 추가 된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오차 없이 특징  들을 구해낼 수 있었다.   한 

인 한 특징 들의 Euclidean Distance를 입력으로 설계된 

Huffman Tree 는 특징 들의 값은 같고 치가 다른 단백

질 분자를 같은 단백질로 인식하는 오류를 이는 결정 인 

역할을 한다.  제안된 HRM의 강인성을 검증하기 해 20개

의 서로 다른 외형을 가진 단백질 분자를 사용하 고, 노이

즈가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도 제시된 알고리즘은 정확히 같

은 외형을 가진 단백질을 구별해 낼 수 있었다.  생물학

인 측면에서 외형이 유사한 단백질끼리 서로 결합하는 특성

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단백질 분자의 결합 특성을 

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생물학  실험에 소요되는 막 한 비용을 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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