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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궤적 앙상블을 이용해 1 차원 Ising 모형의 

동역학적 상전이를 관측했다. s 앙상블이라고도 불리는 궤적 앙상블은 활성도의 

켤레 변수를 도입해 활성도에 편중을 두어 궤적을 추출한 앙상블이다. 

평형상태에 있는 1 차원 Ising 모델에서는 외부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을 때 

상전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s 앙상블을 통해서 우리는 1 차원 Ising 

모형에서 동역학적 상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동역학적 상전이는 유한 크기 조정 법칙이 잘 적용되며 2 차원 Ising 모형과 

같은 보편성 등급을 가진 것을 통해 두 상전이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열역학적 함수인 에너지와 동역학적 함수인 활성도 사이에 

선형관계가 존재하는 점을 통해 동역학적 함수와 열역학적 함수 사이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열역학적인 함수인 자화도에 

편중을 두었을 때 동역학적 상전이가 일어나는 임계점이 이동하는 것을 통해 

에너지 외의 다른 열역학적 함수도 동역학적 함수와 연관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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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자연계의 존재하는 물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고전 역학이나 

양자역학이 사용된다. 하지만 물체의 수가 

2 개보다 더 많아지기만 해도 정확한 수치적인 

계산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현상들은 각각의 물체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아닌 모형을 수립해 계산하게 

된다. 이러한 모형을 수립하는 방법인 통계 

역학은 다양한 주제에서 응용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단백질의 접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특정 부분은 단순화시키고 

아미노산의 작용기는 자세하게 만든 모형을 

사용해 원하는 수치를 얻어내는 것 등이 

있다.[1,2] 

평형 상태의 열역학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화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반면에 여전히 비평형 

상태의 열역학에 대해서는 정확히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 유리 역학과 같은 

비평형 상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 

기존의 평형 상태의 열역학에서는 Ising 

모형을 이용해 상전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비평형 

상태의 동역학적 상전이를 관찰하기 위해 

1 차원 Ising 모형을 이용해 시공간 상에 

존재하는 궤적들의 앙상블을 구현했으며 이를 

통해 얻어낸 결과는 비평형 상태에서 일어나는 

상전이들의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론 및 계산방법 
 

1. Ising 모형 

우리가 이번 계산을 진행한 주제는 1 차원 

Ising 모형의 동역학적 상전이 현상이다. 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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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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첨단 사이언스·교육 허

브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참고문헌 

[1] Marco Vassura, Luciano Margara, Pietro Di Lena, 

Filippo Medri, Piero Fariselli, Rita Casadio, 

Bioinformatics, 24 (10): 1313-1315 (2008) 

[2] Masakazu Matsugu, Katsuhiko Mori, Yusuke Mitari, 

Yuji Kaned, Neural network, Volume 16, 555–559 

(2003) 

[3] Themis Lazaridis, Martin Karplus, Current Opinion 

in Structural Biology, Volume 10, 139–145 (2000) 

[4] https://arxiv.org/abs/1609.04747, An overview of 

gradient descent optimization algorithms 

[5] Douglas M. Hawkins, Journal of chemical 

information and computer sciences, 44, 1-12 (2004) 

[6] Nitish Srivastava, Geoffrey Hinton, Alex Krizhevsky, 

Ilya Sutskever, Ruslan Salakhutdinov,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15 1929-1958 (2014) 

[7] Song-Ho Chong, Sihyun Ham, Accounts of 

Chemical Research, 48 956-965 (2015) 

 



101

Dynamical phase transition of the one-dimensional Ising model 
Jaehak Lee1,*, Chanwoo Noh1, YounJoon Jung1 

1Department of Chem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Korea 

E-mail: dlwogkr1228@snu.ac.kr 
 

초록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궤적 앙상블을 이용해 1 차원 Ising 모형의 

동역학적 상전이를 관측했다. s 앙상블이라고도 불리는 궤적 앙상블은 활성도의 

켤레 변수를 도입해 활성도에 편중을 두어 궤적을 추출한 앙상블이다. 

평형상태에 있는 1 차원 Ising 모델에서는 외부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을 때 

상전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s 앙상블을 통해서 우리는 1 차원 Ising 

모형에서 동역학적 상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동역학적 상전이는 유한 크기 조정 법칙이 잘 적용되며 2 차원 Ising 모형과 

같은 보편성 등급을 가진 것을 통해 두 상전이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열역학적 함수인 에너지와 동역학적 함수인 활성도 사이에 

선형관계가 존재하는 점을 통해 동역학적 함수와 열역학적 함수 사이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열역학적인 함수인 자화도에 

편중을 두었을 때 동역학적 상전이가 일어나는 임계점이 이동하는 것을 통해 

에너지 외의 다른 열역학적 함수도 동역학적 함수와 연관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Keywords: Ising 모형, Monte Carlo 계산, 궤적 앙상블, 상전이, 유한 크기 조정 법칙 

 

서론 

 

자연계의 존재하는 물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고전 역학이나 

양자역학이 사용된다. 하지만 물체의 수가 

2 개보다 더 많아지기만 해도 정확한 수치적인 

계산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현상들은 각각의 물체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아닌 모형을 수립해 계산하게 

된다. 이러한 모형을 수립하는 방법인 통계 

역학은 다양한 주제에서 응용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단백질의 접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특정 부분은 단순화시키고 

아미노산의 작용기는 자세하게 만든 모형을 

사용해 원하는 수치를 얻어내는 것 등이 

있다.[1,2] 

평형 상태의 열역학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화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반면에 여전히 비평형 

상태의 열역학에 대해서는 정확히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 유리 역학과 같은 

비평형 상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 

기존의 평형 상태의 열역학에서는 Ising 

모형을 이용해 상전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비평형 

상태의 동역학적 상전이를 관찰하기 위해 

1 차원 Ising 모형을 이용해 시공간 상에 

존재하는 궤적들의 앙상블을 구현했으며 이를 

통해 얻어낸 결과는 비평형 상태에서 일어나는 

상전이들의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론 및 계산방법 
 

1. Ising 모형 

우리가 이번 계산을 진행한 주제는 1 차원 

Ising 모형의 동역학적 상전이 현상이다. Ising 

모형은 여러 개의 스핀으로 이루어져 있는 

계이며 각 스핀 σ 는 +1 과 –1 의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다. Ising 모형은 자기장 H 에 

의한 항과 각 스핀의 바로 옆에 인접한 

스핀들과의 상호작용 항으로 에너지 u 를 

표현한다.[1] 

 

여기서 J 는 스핀 사이의 상호작용 계수이며 

nn 은 인접한 스핀을 의미한다. 

1 차원 Ising 모형에서는 상전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스핀 개수가 N 개이며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은 상태일 때 스핀의 

스핀이 한 방향으로 모두 존재할 때의 에너지 

u 와 엔트로피 S, 그리고 중간에 스핀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영역 경계가 존재할 때의 

에너지 u 와 엔트로피 S 는 각각 

 
일 것이다. 이를 통해 온도가 T 일 때 

헬름홀츠 자유에너지 A 를 계산해보면 

 

이다. 스핀의 개수가 1 보다 매우 큰 상황일 

때, 일반적인 온도에서는 경계를 만드는 것이 

더 안정하고 온도가 0 일 때만 자기자발화가 

일어난다.[1] 즉, 1 차원 Ising 모형에서는 

자기자발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만 존재하므로 

열역학적 상전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모형을 사용할 때 계의 한쪽 경계가 반대쪽 

경계와 연결되어 있도록 하는 조건을 주기적 

경계 조건이라고 한다. 우리는 1 차원 Ising 

모형에 주기적 경계 조건을 추가하여 제일 

앞쪽 스핀과 제일 뒤쪽 스핀 사이의 상호작용 

항 또한 에너지에 추가시켜 계산을 진행하였다. 

 

2. Monte Carlo 계산 

다양한 열역학적 계에서 함수의 값을 

얻어내기 위해 계산을 할 때, 모든 상황을 

이용해 계산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의로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 임의 추출 방법을 

진행하면 에너지에 따른 경우의 수 Ω(u)가 큰 

상태의 표본이 제일 많이 추출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분배함수 Z 의 값은 Ω(u)exp(-βu)가 

제일 큰 부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임의 추출을 통한 계산 값과 실제 계산 값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이 차이를 극복하는 추출 방법이 바로 

중요도추출법이며 이 방법은 표본마다 

추출확률에 차등을 두어 추출하는 방법이다.[1] 

추출확률에 차등을 주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Metropolis 알고리즘이다. 이 방법은 Markov 

연쇄를 이용하는데 Markov 연쇄란 초기 

배열과 초기 배열에서 한 가지 요소를 바꾼 

새로운 배열을 만든 뒤, 새로운 배열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말지를 확률론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만약 계가 열역학적 평형 

상태라면 a 라는 배열과 b 라는 배열이 서로로 

변하는 횟수가 같을 것이다. 이를 모든 배열에 

대해 성립하는 경우로 가정한 것이 바로 세부 

균형이다. 평형상태에서 각각의 상태가 

존재하는 확률은 Ω(u)exp(-βu)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 배열이 a 상태에서 b 상태로 

변하는 확률, P 가 해당 배열의 존재 

확률이라면 

 

이 성립한다. 따라서 w 를 로 

정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바로 

Metropolis 알고리즘이다.[1] 

Metropolis 알고리즘 외에도 Markov 연쇄의 

세부 균형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표본 추출법이 

존재하며 이번 연구에서는 스핀이 뒤집히는 

과정을 진행할 때 Glauber 역학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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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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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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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스핀의 방향이 뒤집히는 것을 

허용할 확률 Paccept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3] 

 
 

3. s 앙상블 

s 앙상블은 궤적 앙상블의 일종으로 궤적의 

동역학적인 성질을 조절하여 비평형계의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앙상블이다. 열역학적 

바른틀 앙상블에서 배열을 관측하는 확률이 

분배 함수 Z 에 의존하듯이, s 앙상블 내에서 

궤적을 관측하는 확률도 궤적 분배 함수로 

정의되는 함수에 의존한다. 비평형 상태에서는 

열역학적인 물리량으로 완벽히 계를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역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새로운 

함수인 활성도 K 를 이용해 분배함수를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활성도는 계의 동역학이 

얼마나 빠른지 나타내는 물리량이며 1 차원 

Ising 모형에서는 단순히 스핀이 뒤집히는 

횟수로만 표현할 수 있다.[4,5,6] 이를 이용하여 

표현한 동역학적 분배 함수는 

 

이며 궤적의 존재 확률은 exp(-sK)에 

비례한다.[7] 이때 사용한 tobs 는 궤적의 시간 

길이이며 변수 s 는 활성도의 켤레 변수로서 

counting field 라고 부른다.[8] 활성도 K 와 

counting field s 는 각각 열역학적 분배 함수에 

사용되는 β 와 u 에 대응할 수 있다.[9] 또한 이 

궤적 분배함수를 통해 평형상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관측치의 평균이나 표준편차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다. 계산에서 구한 관측치는 

활성도와 누적 에너지, 누적 자화도이며 

활성도는 궤적 내에서 발생한 모든 스핀의 

뒤집힌 횟수, 누적 에너지 E 는 모든 

시간에서의 에너지를 합한 값인 

 

누적 자화도 M 은 모든 시간에서의 자화도를 

더한 값으로 

 

를 이용했다.[9]  

이 궤적 분배함수의 물리적 의미와 성질을 

알기 위해서 large-deviation 형식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 

 

열역학의 분배함수와 비교해보면 이 식에서 

나타난 counting field s 의 함수인 ψ(s)가 궤적 

앙상블에서의 자유에너지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1 차원 Ising 

모형에 대해 s 와 T 로 이루어진 2 차 상전이 

선의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으며 참고 문헌인 

[R. L. Jack, P. Sollich, 2010]에서 유도된 식은 

다음과 같다.[10,11] 

 

여기서 sc 는 2 차 상전이가 일어나는 임계 

counting field이다. 

등온 조건에서 s 가 sc 보다 큰 경우에는 

스핀의 움직임이 제약을 받는 상이 나타나며 

작은 경우에는 스핀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상전이를 관측하기 위해 

질서 변수를 에너지와 활성도로 설정하면 

온도가 1 일 때 s 변화에 따른 활성도의 민감도, 

그리고 counting field 가 sc(T=1) 인 0.0366 일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민감도를 통해 

상전이를 관측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생긴 

상전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강자성 상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장에 따른 자화도 변화와 

자기 이력 현상 또한 관찰하였다. 
 

4. 전환 경로 추출법 

전환 경로 추출법은 새로운 궤적을 만들 때 

기존의 궤적으로부터 새로운 궤적을 만드는 

방법이다. 전환 경로 추출법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존재하나 계산 효율이 좋다고 

알려진 방법으로는 shooting 알고리즘과 shifting 

알고리즘이 있다. Shooting 알고리즘은 이전에  

제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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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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스핀의 방향이 뒤집히는 것을 

허용할 확률 Paccept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3] 

 
 

3. s 앙상블 

s 앙상블은 궤적 앙상블의 일종으로 궤적의 

동역학적인 성질을 조절하여 비평형계의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앙상블이다. 열역학적 

바른틀 앙상블에서 배열을 관측하는 확률이 

분배 함수 Z 에 의존하듯이, s 앙상블 내에서 

궤적을 관측하는 확률도 궤적 분배 함수로 

정의되는 함수에 의존한다. 비평형 상태에서는 

열역학적인 물리량으로 완벽히 계를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역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새로운 

함수인 활성도 K 를 이용해 분배함수를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활성도는 계의 동역학이 

얼마나 빠른지 나타내는 물리량이며 1 차원 

Ising 모형에서는 단순히 스핀이 뒤집히는 

횟수로만 표현할 수 있다.[4,5,6] 이를 이용하여 

표현한 동역학적 분배 함수는 

 

이며 궤적의 존재 확률은 exp(-sK)에 

비례한다.[7] 이때 사용한 tobs 는 궤적의 시간 

길이이며 변수 s 는 활성도의 켤레 변수로서 

counting field 라고 부른다.[8] 활성도 K 와 

counting field s 는 각각 열역학적 분배 함수에 

사용되는 β 와 u 에 대응할 수 있다.[9] 또한 이 

궤적 분배함수를 통해 평형상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관측치의 평균이나 표준편차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다. 계산에서 구한 관측치는 

활성도와 누적 에너지, 누적 자화도이며 

활성도는 궤적 내에서 발생한 모든 스핀의 

뒤집힌 횟수, 누적 에너지 E 는 모든 

시간에서의 에너지를 합한 값인 

 

누적 자화도 M 은 모든 시간에서의 자화도를 

더한 값으로 

 

를 이용했다.[9]  

이 궤적 분배함수의 물리적 의미와 성질을 

알기 위해서 large-deviation 형식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 

 

열역학의 분배함수와 비교해보면 이 식에서 

나타난 counting field s 의 함수인 ψ(s)가 궤적 

앙상블에서의 자유에너지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1 차원 Ising 

모형에 대해 s 와 T 로 이루어진 2 차 상전이 

선의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으며 참고 문헌인 

[R. L. Jack, P. Sollich, 2010]에서 유도된 식은 

다음과 같다.[10,11] 

 

여기서 sc 는 2 차 상전이가 일어나는 임계 

counting field이다. 

등온 조건에서 s 가 sc 보다 큰 경우에는 

스핀의 움직임이 제약을 받는 상이 나타나며 

작은 경우에는 스핀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상전이를 관측하기 위해 

질서 변수를 에너지와 활성도로 설정하면 

온도가 1 일 때 s 변화에 따른 활성도의 민감도, 

그리고 counting field 가 sc(T=1) 인 0.0366 일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민감도를 통해 

상전이를 관측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생긴 

상전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강자성 상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장에 따른 자화도 변화와 

자기 이력 현상 또한 관찰하였다. 
 

4. 전환 경로 추출법 

전환 경로 추출법은 새로운 궤적을 만들 때 

기존의 궤적으로부터 새로운 궤적을 만드는 

방법이다. 전환 경로 추출법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존재하나 계산 효율이 좋다고 

알려진 방법으로는 shooting 알고리즘과 shifting 

알고리즘이 있다. Shooting 알고리즘은 이전에  

 
Figure 1. (a) Shooting 알고리즘 모식도 (b) 

Shifting 알고리즘 모식도 

구한 궤적에서 특정 시각의 배열만 남긴 뒤 

나머지 궤적을 채워나가는 방법이며 shifting 

알고리즘은 이전에 구한 궤적에서 임의로 일부 

궤적을 삭제한 뒤 남은 궤적을 이동시키고 

추가로 나머지 궤적을 채워나가는 방법이다.[12]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궤적에 대한 

수락 확률로는 Metropoli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로 정하고 

계산을 진행하여 궤적 분배 함수인 

을 만족시켰다. 또한 

추출 효율을 높이기 위해 shooting 알고리즘과 

shifting 알고리즘의 비율을 15 : 85 로 설정한 

뒤 계산을 진행했다. 
 

5. 궤적 편중 앙상블 

시간에 대해 적분한 물리량에 대해 그 값의 

평균값과 차이가 큰 값으로 편중을 가하는 

궤적 앙상블을 편중 앙상블이라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s 앙상블의 경우에도 궤적들의 

활성도를 편중이 없을 때의 평균값과 차이가 

큰 값을 가지도록 제한을 가한 편중 

앙상블이다. 편중이 가해진 물리량을 B, 이 

물리량의 켤레 변수로 도입된 장을 g 로 

정의하면 이를 이용한 동역학적 분배 함수는 

 

로 나타낼 수 있다.[11] 마찬가지로 이 

앙상블에서 나타나는 물리량 O 의 평균값은 

 

 

의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11] 이번 계산에서는 

자화도의 절댓값에 편중을 주는 새로운 장 

sm 을 도입한 편중 앙상블을 통해 계의 

자화도에 따라 상전이가 일어나는 임계 

counting field 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하였다. 

 
 

결과 및 논의 
 

1. 동역학적 연속적 상전이 

상전이가 나타나는 임계 온도 Tc 와 임계 

counting field sc 를 계산하기 위해서 온도의 

켤레 변수인 에너지, 또는 counting field 의 

켤레 변수인 활성도의 민감도의 극댓값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계산에 사용한 스핀의 

개수는 64 개이며 계산을 위해 사용한 궤적의 

수는 각각 개다. 

연속적 상전이로부터 임계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유한 크기 조정 법칙이 사용될 수 

있다. 아래 식은 시간 길이를 기존에 유한 

크기 조정에서 사용된 계의 크기로 볼 경우 

나타나는 식이다.[13] 

 

α 는 민감도 χ 의 발산하는 정도를 

표현하며 ν 는 tobs 상관 지수이다. 또한 극대 

값이 나타나는 온도인 임계 온도는 tobs 에 

다음과 같이 의존한다. 

 

여기서 는 시간 길이가 무한대일때의 

임계 온도이다. 

 

(1) 온도에 따른 연속적 상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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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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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1 차원 Ising 모형에서 counting 

field 가 sc(T=1)일 때 tobs에 따른 누적 에너지 

민감도와 온도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그래프 

(b) tobs 의 역수와 그에 따른 임계온도 사이의 

상관관계 그래프 (c) tobs 의 로그와 임계 

온도에서의 누적 에너지 민감도 사이의 

상관관계 그래프 

 

Figure 2 는 counting field 를 온도가 1 일 

때의 임계 counting field 로 고정한 뒤 계산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사용한 누적 에너지의 민감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9] 

 

Figure 2(a)는 온도에 따른 누적 에너지의 

민감도를 tobs 를 변화시켜가며 표시한 것이다. 

이 계산 결과를 토대로 각 tobs 에 따른 임계 

온도와 임계 온도에서의 에너지의 민감도를 

얻어낼 수 있었다. 

임계 온도와 tobs 의 관계는 Figure 2(b)에 

나타난다. 이 결과를 위의 유한 크기 조정 

식에 적용시키면, , 는 대략 

1.0043 으로 나타났으며 이 값은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인 1 과 상당히 유사한다. 

Figure 2(c)에서는 각각에 해당되는 

임계온도에서의 누적 에너지의 민감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해 임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은 유한 크기 조정 법칙이 

잘 적용되었으며 ν 와 α 의 값은 2 차원 Ising 

모형의 보편성 등급과 동일한데 이를 통해 

시간 길이가 하나의 또 다른 차원처럼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9] 

 

(2) Counting field에 따른 연속적 상전이 

여기서 사용한 활성도의 민감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9] 

 

Figure 3(a)는 counting field 에 따른 

활성도의 민감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위와 마찬가지로 각 tobs에 대한 임계 counting 

field 와 임계 counting field 에서의 활성도의 

민감도를 얻어낼 수 있다. 

Figure 3(b)는 tobs 와 임계 counting 

field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유한 크기 조정 식을 쓸 수 있으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임을 확인할 수 

있다.[13] 

 
또한 온도가 1, 시간 길이가 무한대일때의 

임계 counting field 의 경우 유한 크기 

조정식을 통해 0.0357 로 나타났고 이는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과 매우 유사하다. Figure 

3(c)는 각 tobs 에 대해 계산한 결과에서 

counting field가 임계값일 때의 활성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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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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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단백질이 가지는 에너지 값을 Two-

convolutional-layer CNN (Convolutional Ne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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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최적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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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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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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1 차원 Ising 모형에서 counting 

field 가 sc(T=1)일 때 tobs에 따른 누적 에너지 

민감도와 온도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그래프 

(b) tobs 의 역수와 그에 따른 임계온도 사이의 

상관관계 그래프 (c) tobs 의 로그와 임계 

온도에서의 누적 에너지 민감도 사이의 

상관관계 그래프 

 

Figure 2 는 counting field 를 온도가 1 일 

때의 임계 counting field 로 고정한 뒤 계산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사용한 누적 에너지의 민감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9] 

 

Figure 2(a)는 온도에 따른 누적 에너지의 

민감도를 tobs 를 변화시켜가며 표시한 것이다. 

이 계산 결과를 토대로 각 tobs 에 따른 임계 

온도와 임계 온도에서의 에너지의 민감도를 

얻어낼 수 있었다. 

임계 온도와 tobs 의 관계는 Figure 2(b)에 

나타난다. 이 결과를 위의 유한 크기 조정 

식에 적용시키면, , 는 대략 

1.0043 으로 나타났으며 이 값은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인 1 과 상당히 유사한다. 

Figure 2(c)에서는 각각에 해당되는 

임계온도에서의 누적 에너지의 민감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해 임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은 유한 크기 조정 법칙이 

잘 적용되었으며 ν 와 α 의 값은 2 차원 Ising 

모형의 보편성 등급과 동일한데 이를 통해 

시간 길이가 하나의 또 다른 차원처럼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9] 

 

(2) Counting field에 따른 연속적 상전이 

여기서 사용한 활성도의 민감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9] 

 

Figure 3(a)는 counting field 에 따른 

활성도의 민감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위와 마찬가지로 각 tobs에 대한 임계 counting 

field 와 임계 counting field 에서의 활성도의 

민감도를 얻어낼 수 있다. 

Figure 3(b)는 tobs 와 임계 counting 

field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유한 크기 조정 식을 쓸 수 있으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임을 확인할 수 

있다.[13] 

 
또한 온도가 1, 시간 길이가 무한대일때의 

임계 counting field 의 경우 유한 크기 

조정식을 통해 0.0357 로 나타났고 이는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과 매우 유사하다. Figure 

3(c)는 각 tobs 에 대해 계산한 결과에서 

counting field가 임계값일 때의 활성도의  

 
Figure 3. (a) 1차원 Ising 모형에서 온도가 1일 

때 tobs 에 따른 활성도 민감도와 counting 

field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그래프 (b) tobs 의 

역수와 그에 따른 임계 counting field 사이의 

상관관계 그래프 (c) tobs 의 로그와 임계 

counting field 에서의 활성도 민감도 사이의 

상관관계 그래프 

 

민감도를 그린 그래프이다. 역시 위의 식을 

통해 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2차원 Ising 모형의 보편성 등급과 일치한다. 

임계 온도와 임계 counting field 를 구한 두 

그래프 모두 짧은 tobs에서는 추세선으로부터의 

오차가 커지며 특히 figure 3(b)에 나타난 

그래프는 오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는 

figure 3(a)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래프의 

형태가 비교적 평탄해서 실험적 오차에 의한  

 

Figure 4. 일 때 s 에 따른 모형의 자화도 

양상, m 은 누적 자화도를 스핀의 개수와 시간 

길이로 나눠준 값이다. 

 

영향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tobs 가 

짧기 때문에 계, 즉 궤적의 크기가 매우 작아 

상전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2. 동역학적 1차 상전이 

자기장이 도입되기 시작하면 대칭성이 

붕괴하면서 자발적 자화가 일어나게 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주어진 온도에 대해서 

계산된 sc 보다 s 가 작으면 스핀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 sc보다 s 가 크면 스핀의 움직임에 

제약이 생기는 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s 가 클 때는 스핀들이 외부 자기장에 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강자성, s 가 작을 때는 

스핀들이 외부 자기장에 바로 반응하는 상자성 

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외부에서 걸어주는 자기장이 존재할 경우 

sc보다 s 가 큰 경우에는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1 차 상전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자기장을 도입하여 계산을 

진행했으며 스핀의 개수는 200 개, 사용한 

궤적의 수는 각각 개다. 

낮은 s 에서는 외부 자기장이 변화함에 따라 

완곡한 곡선을 가지는 그래프가 나타났다. 

하지만 높은 s 에서는 외부 자기장이 0 인 부분 

근처에서 급격한 자화도의 변화가 나타나며 

상전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sc보다 높은 s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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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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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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free energy의 경우 18 kcal/mol 정도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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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온도가 1일 때, (a) tobs=60, s=0.0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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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05, 0.07, 0.08 일때의 자기장에 따른 

이력현상 

 

적용되면 강자성 상이 나타나며 그 특징 중 

하나인 외부 자기장에 의한 Ising 모형의 1 차 

상전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강자성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자기 이력 현상을 관측했다. 자기장을 

0.01 씩 변화시켜가며 궤적의 자화도를 

측정하였으며 자화도의 평균을 계산하기 전 

궤적의 안정화를 위해 100 번의 계산을 추가로 

진행하여 figure 5를 얻어냈다. 

s 가 sc 보다 작을 때는 자기 이력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s 가 sc 이상이 될 

경우 기존의 계의 배열 상태에서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상이므로 쉽게 스핀을 바꾸지 

못해 자기장이 양수일 때 음의 자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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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은 강자성 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s 가 커질수록 그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obs 가 

커질수록 그래프 내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시간이 하나의 차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계의 

크기가 커져 안정화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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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들의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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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다른 (영역 장벽) 경우의 수를 ND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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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1차원 Ising 모형의 sm과 s 로 표현한 

상도표 

 

주는 sm 을 도입했을 때의 상전이를 

계산하였다. 온도는 1 로 유지했으며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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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도의 민감도를 확인해 상전이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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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는 64 개이며 계산을 위해 사용한 궤적의 

수는 각각 개다. 

자화도가 낮도록 제한을 두는 경우 

강자성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활성도에 더 큰 

제한을 둬야 하기 때문에 상전이가 

일어나는 s 가 높아졌으며 반대의 경우는 

활성도에 더 낮은 제한을 둬도 높은 자화도를 

가질 수 있으므로 sc가 낮아졌다. 

이 실험 결과들은 유한 크기 조정 법칙이 잘 

적용되며 이를 통해 각각의 경우에 대해 

상전이가 일어나는 sc를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이용해 sm 과 s 를 이용한 상도표를 

그려보면 figure 9와 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활성도에 편중을 주지 

않고 자화도에만 편중을 줘도 비활성 강자성 

상이 나타나며 동역학적 성질과 열역학적 

성질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1 차원 Ising 모형의 

동역학적 상전이 현상을 계산을 통해 구현했다. 

스핀을 통한 궤적의 구현은 Glauber 역학을 

이용했으며 궤적을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Metropolis 알고리즘을 이용한 Monte Carlo 

방법을 사용했다. 새로운 궤적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는 전환 궤적 추출법인 shooting 

알고리즘과 shifting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우선 외부 자기장이 없는 상태에서 동역학적 

연속적 상전이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누적 에너지의 민감도와 활성도의 민감도의 

측면에서 모두 이론적으로 예상되었던 식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누적 에너지의 

민감도와 활성도의 민감도의 상전이 모두 

측면에서 모두 이론적으로 예상되었던 식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누적 에너지의 

민감도와 활성도의 민감도의 상전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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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크기 조정 법칙도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부 자기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주어진 

온도에 의해 정해진 임계 counting field 보다 

낮을 때는 연속적인 누적 자화도 변화가 

나타나는 강자성 상이었으나 높을 때는 외부 

자기장이 음에서 양으로 넘어갈 때 누적 

자화도가 급격히 변하는 1 차 상전이가 

나타나는 강자성 상이 나타나는 것을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누적 에너지와 활성도 사이에 선형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통해 동역학적 함수가 열역학적 

함수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열역학적 

함수인 자화도에 편중을 주는 새로운 장을 

도입하면 그 값에 따라 임계 counting field 가 

달라지는 사실을 관측하였다. 계산 결과 낮은 

자화도에 편중을 주는 경우(sm이 양수인 경우) 

sc 가 증가하고 높은 자화도에 편중을 주는 

경우(sm이 음수인 경우) sc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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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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