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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는 단순히 nearby neighbourhood 

interaction만으로는 묘사가 불가능함을 보여준

다. 고분자가 coiling되는 현상을 묘사하기 위

해서는 주어진 단량체가 다른 단량체와 

interaction 가능한 개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model을 바탕으로 확인한 polymer의 

stretching 결과에서는 2차원에서는 scaling 

argument가 잘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었고, 3차원에서는 scaling argument가 어느 정

도 성립함을 보여주지만, 정확한 묘사가 되지 

않는다. 이를 명확하게 규명해내기 위해서는 

scaling argument을 뒷받침해주는 수학적인 이

론을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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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Protein contact map은 단백질 삼차구조에 대한 정보를 이차원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비교적 간략하지만 단백질 구조에 대한 핵심적 

정보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단백질 구조를 바탕으로 단백질의 internal 

energy, solvation free energy, free energy 와 같은 열역학 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인식에 대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여 단백질 

구조를 함축하는 단백질의 contact map으로부터 단백질의 열역학적 함수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단백질의 main-chain 간의 contact map, side-

chain 간의 contact map, main-chain과 side-chain 간의 contact map 들로부터 

단백질의 여러 가지 열역학적 함수를 예측하고자 했으며 최종적으로 

Convolution Neural Netwrok (CNN) 기법을 사용하여 단백질의 free energy를 

~18 kcal/mol의 범위에서 예측 가능함을 보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단백질의 

contact map과 열역학 함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여 단백질 contact map으로부터 열역학적 함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였다. 

 

서론 

Protein contact map은 단백질을 묘사하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이차원의 이미지로 단백질

의 구조를 비교적 간략하지만 핵심적으로 나타

낸다. 한편 단백질 구조는 단백질의 internal 

energy, solvation free energy, free energy와 같

은 열역학 함수와 분명한 관계가 있음이 알려

져 있다. 따라서 protein contact map을 이용하

면 연관된 열역학적 에너지를 도출할 수 있다

고 생각된다. 즉 protein contact map과 에너지 

사이에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Protein contact map을 이용하여 단백질의 

성질을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protein contact map이 이차원 

이미지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미지를 인식하고 

분류 및 분석하는데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

는 머신 러닝 기법을 적용해 보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머신 러닝 기법, 특히 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을 이용한 이미지 

분석은 반복적으로 이미지의 특정 패턴을 학습

함으로 분류와 예측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Protein contact map은 특정 구조에 특정 패

턴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contact 

map을 CNN으로 학습시킨다면 단백질 구조와 

연관된 열역학적 에너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가능한지, 얼마나 정

확한지 알아보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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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및 계산방법 

분석할 자료는 단백질 villin headpiece 

(HP35)을 AMBER md simulation program을 통

해 300K에서 398ms의 시간 동안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200ps간격으로 pdb file의 형태로 

출력한 것이다. 따라서 총 198,500개의 pdb 

file을 자료의 총 집합으로 정하고 진행하였다. 

pdb파일은 각 아미노산의 3차원 Cartesian 

coordinate 상의 좌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각 pdb file은 분자 자유에너지 계산 프로그램

을 통해 protein internal energy, solvation-free 

energy, free energy을 구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200ps 간격으로 각 상태에 대한 좌표

와 에너지 값을 얻었다. 

Protein contact map은 pdb file을 통하여 그

릴 수 있었다. 먼저 cutoff 값을 정한 뒤 

residue간의 거리가 지정된 cutoff 값 보다 작

을 시 해당 contact를 의미하는 점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그렸다. 따라서 하나의 map은 가로 

세로의 크기가 35로 같은 이미지의 형태로 출

력된다. 하나의 pdb file로부터 두 가지 종류의 

map을 얻었다. 첫 번째는 MM_SS type의 map

으로 좌 상단에는 main-chain간의 contact를 

표시하고 우 하단에는 side-chain간의 contact

를 표시한 map이다. 두 번째는 MS_SM type의 

map으로 어떤 residue의 main-chain이 다른 

residue의 side-chain과 접했을 때 좌 상단에, 

side-chain이 다른 residue의 main-chain에 접

했을 때 우 하단에 표시한 map이다. 

각 pdb별로 두 개의 contact map을 얻을 수 

있으며, cutoff 값을 바꾸어 입력 데이터로 사

용할 것이다. 또, 비교를 위해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contact map을 얻는다. 이 map은 10Å

을 기준으로 residue간의 거리 d가 10Å보다 

가까운 경우 각 좌표에 10 – d의 값을 주어 그

린 map이다.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Figure 2와 

같다. 

이 연구는 머신 러닝 방법을 이용, Contact 

map을 통해 에너지 값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

로 시행되었다. 머신 러닝 방법 중 이미지 인

식에 좋은 결과를 보이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을 주

고 에너지 값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다. 

변경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map의 종

류(MMSS type인지, MSSM type); cutoff 값(5.0Å, 

6.0Å, 7.0Å, continous); 활성화 함수(ReLU, 

sigmoid, tanh); 최적화 방법(Gradient descent, 

Adadelta, Adam); 예측 목표 값(Free energy, 

Internal energy, Solvation free energy) 

Overfitting을 방지하기 위해 training set과 

test set을 구분하였다. Training set은 같은 간격

으로 총 자료 집합에서 10%를 추출하여 만들

었고, test set은 전체에서 training set을 제외한 Figure 2. Protein contact map 

Figure 1. Continous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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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로 하였다. Training set에서 훈련된 후 

test set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이기를 기대하였

다. 

CNN의 구조는 합성곱 계층(convolutional 

layer)과 풀링 계층(pooling layer)이 차례대로 

이어진 레이어를 두 개 연결시킨 후 일반적인 

nueral network를 하나 더 추가한 구조이다. 합

성곱 계층의 경우 stride는 1이며, 입력과 출력

의 크기가 동일하다. 풀링 계층은 stride가 2인 

max pooling으로 출력의 가로 세로 길이가 입

력의 반으로 줄어든다. 첫 번째 합성곱 계층은 

16개의 커널을 가진다.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 

동일한 크기의 16개의 1차 계층을 만든다. 첫 

번째 풀링 계층은 map의 각 부분을 압축하여 

크기를 줄인다. [35, 35] 크기의 데이터는 첫 번

째 계층을 지나면 [18, 18, 16]의 형태로 표현 

할 수 있다. 두 번째 합성곱 계층은 앞 계층에

서 나온 [18, 18, 16]의 데이터를 동일한 방법으

로 32개로 만든다. 두 번째 풀링 계층은 첫 번

째 풀링 계층과 동일한 방법으로 압축한다. 두 

번째 계층을 지난 데이터는 [9, 9, 32]의 형태를 

가진다. 일반적인 neural network를 더하여 이

를 최종적으로 하나의 값을 출력하도록 조정한

다.  

모든 CNN 내부의 weight 초기값은 표준정

규분포에서 무작위로 지정된 값으로 할당하며, 

bias는 0으로 초기화한다. 

Overfiiting 방지를 위해 dropout기법을 적

용하였다. 학습의 단계에서 각 layer network의 

25%를 비활성화시킴으로 overfiting을 방지하

도록 하였다. 검사 단계에서는 dropout을 주지 

않았다. 

학습은 100개를 batch 단위로 시행된다. 

Training set에서 무작위로 100개의 map을 입

력 받아 동시에 CNN에 입력하여 나오는 값을 

비교한다. CNN에서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을 비

교하여 그 차이를 loss로 정의한다. 학습은 이 

차이를 줄이는 형태로 진행된다. 매 회 loss를 

구하고 loss를 줄이도록 weight와 bias를 조정

하는 것을 반복한다. 학습은 100,000번 진행한

다.  

검사는 학습 후 얻어진 weigth와 bias를 이

용하여 시행하였다. 검사를 위한 데이터 집합

은 test set으로 전체의 데이터 집합 중에서 

training set을 제외한 부분이다. 검사는 100개

의 batch 단위로 시행된다. Test set에서 무작위

로 100개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예측 값과 실

제 값을 비교하여 검사한다. 결과로 100개의 

차이 값을 얻게 되고 그 평균을 구해 얼마나 

잘 학습이 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이 과정을 

100번 반복하여 차이 값의 평균의 평균과 표

준편차를 구한다. 

결과 및 논의 

1. 먼저 map의 종류를 MMSS로 cutoff를 

continuous로 고정하고 free energy를 예측하

는 CNN을 구상하였다. 활성화 함수(tanh, ReLU, 

Sigmoid)와 최적화 방법(Gradient descent, 

Adadelta, Adam)을 변화시켜가며 학습시킨 뒤 

최종 오차를 여러 번 측정하여 평균을 내었다. 

GD Adadelta Adam

tanh 20.12, 15.38 18.68, 14.17 17.96, 13.45 

ReLU 21.84, 16.11 18.78, 14.21 20.53, 15.02 

Sigmoid 22.35, 16.31 20.44, 15.24 17.60, 13.24 

Table 1. 활성화 함수와 최적화 방법 

활성화 함수를 비교하는 경우, 뚜렷한 경향

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최적화 방법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서 

Adam 방법이 가장 좋은 효율과 결과를 보였

다. GD(Gradient descent)의 경우 컴퓨터 상에 

표시하기 어려운 큰 숫자로 발산하여 학습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Adadelta는 잘못된 결과로 수렴하여 학습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학습

오차 평균의 평균, 오차 평균의 표준편차(kcal/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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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대로 이루어 졌을 때 경우, 그 결과 값에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2. 다음은 최적화 방법을 Adam으로, cutoff

를 continuous와 5.0으로 고정하고 free energy

를 예측하는 CNN을 구상하였다. map의 종류

를 변화시켜 학습시킨 뒤 최종 오차를 여러 번 

측정하여 평균을 내었다. 

Table 2. map의 종류 

Map의 종류를 MMSS로 정하고 free energy

를 예측하는 CNN을 구성할 시 MSSM로 구성

할 시 보다 오차가 미세하게 더 작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뚜렷한 

경향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고 판단된다. 

 3. 다음은 최적화 방법을 Adam으로 map

의 종류를 MMSS로 고정하고 free energy를 예

측하는 CNN을 구성하였다. 이 때 cutoff 값을 

변화시켜 학습시킨 뒤 최종 오차를 여러 번 측

정하고 평균을 내었다.  

 Cont. 5.0 6.0 7.0 

tanh 17.96, 13.45 19.91, 14.84 22.18, 16.46 23.84, 17.15 

ReLU 17.53, 13.14 20.75, 15.26 18.69, 14.14 22.09, 16.208 

Sigmoid 17.60, 13.24 21.88, 16.07 21.92, 16.18 22.41, 16.496 

 Table 3. cutoff 값에 따른 변화 

Cutoff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 값의 차이가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

부분의 경우에서 continous한 map이 상대적으

로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4. 다음은 map의 종류를 MMSS로 고정하고 

다른 에너지 값을 예측하는 CNN을 구성하였

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테스트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표로 나타내었다.  

 학습이 잘 되었을 때 결과는 Free Energy를 

18kcal 수준으로, protein internal energy를 

40kcal 수준으로 solvation free Energy를 

35kcal 수준으로 예측하였다. 수치로 비교하면 

Free Energy 예측에 대한 오차가 더 작지만 

Table 5. 와 같이 test set에서 사용한 값의 범

위를 고려하면 solvation free energy를 더 좁은 

범위로 예측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Tabla 5. Test set Value 범위 

continuous MMSS MSSM 
tanh 17.96, 13.45 22.56, 16.50 

ReLU 20.53, 15.02 22.06, 16.27 

Sigmoid 17.60, 13.24 22.64, 16.38 

5.0 MMSS MSSM 
tanh 19.91, 14.84 22.38, 16.16 

ReLU 20.75, 15.26 22.32, 16.40 

Sigmoid 21.88, 16.07 22.68, 16.50 

Table4. Target value에 따른 변화 

 Min Max Mean Std. 

Effective 

Free E. 
31.20 281.80 154.89 27.56 

Protein 

Internal E. 
-250.53 495.13 16.60 90.45 

Solvation 

Free E 
-303.90 398.16 138.32 79.99 

Best result Continuous 5.0 

Effective Free 

Energy 
17.96, 13.45 18.02, 13.62 

Protein internal 

Energy 
38.73, 29.57 42.26, 33.45  

Solvation free 

Energy 
30.22, 24.40 39.20, 30.09 

오차 평균의 평균, 오차 평균의 표준편차(kcal/mol) 

오차 평균의 평균, 오차 평균의 표준편차(kcal/mol) 

오차 평균의 평균, 오차 평균의 표준편차(kcal/mol) 

kcal/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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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테스트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표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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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kcal 수준으로, protein internal energy를 

40kcal 수준으로 solvation free Energy를 

35kcal 수준으로 예측하였다. 수치로 비교하면 

Free Energy 예측에 대한 오차가 더 작지만 

Table 5. 와 같이 test set에서 사용한 값의 범

위를 고려하면 solvation free energy를 더 좁은 

범위로 예측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Tabla 5. Test set Value 범위 

continuous MMSS MSSM 
tanh 17.96, 13.45 22.56, 16.50 

ReLU 20.53, 15.02 22.06, 16.27 

Sigmoid 17.60, 13.24 22.64, 16.38 

5.0 MMSS MSSM 
tanh 19.91, 14.84 22.38, 16.16 

ReLU 20.75, 15.26 22.32, 16.40 

Sigmoid 21.88, 16.07 22.68, 16.50 

Table4. Target value에 따른 변화 

 Min Max Mean Std. 

Effective 

Free E. 
31.20 281.80 154.89 27.56 

Protein 

Internal E. 
-250.53 495.13 16.60 90.45 

Solvation 

Free E 
-303.90 398.16 138.32 79.99 

Best result Continuous 5.0 

Effective Free 

Energy 
17.96, 13.45 18.02, 13.62 

Protein internal 

Energy 
38.73, 29.57 42.26, 33.45  

Solvation free 

Energy 
30.22, 24.40 39.20, 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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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논문에서는 어떤 상태의 단백질의 

Protein contact map을 입력으로 할 때, 그 상

태에 단백질이 가지는 에너지 값을 Two-

convolutional-layer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지 다양한 초

기화 값을 시도함으로써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아보았다. 

동일한 종류의 CNN을 실행했을 때 초기값

의 변화에 따라 예측 결과가 바뀌는지 알아본 

실험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큰 차이를 발

견하지 못하였다. 활성화 함수의 변화는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최적화 방법은 

adam이 확률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지만 학습이 잘 되었다고 가정할 경

우 값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Map의 종류에 따라 MMSS type이 MSSM 

type의 map보다 전체적으로 미세하게 좋은 결

과를 보였다. Cutoff 값을 차이로 두었을 때는 

Continuous map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최적의 상태로 학습 되었을 때, 에너지 예측

은 free energy의 경우 18 kcal/mol 정도의 오

차를 보였고, internal Energy는 40 kcal/mol의 

오차를, solvation free energy의 경우 35 

kcal/mol의 오차를 보였다.  

CNN을 통하여 protein contact map으로 에

너지 값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단백질 contact map과 에

너지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CNN을 통하여 학

습이 가능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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