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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SARS-CoV-2 백신들의 예방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 19 팬데믹의 종결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

만 계속해서 출현 중인 변종 바이러스들은 팬데믹 종결의 위험요소로 남아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학습된 

단백질 BERT와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모델을 활용한 SARS-CoV-2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 예측 분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술은 변이 단백질 서열의 예측과 변이 단백질과 human ACE2 수용체의 

친화도에 따른 자연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시간이 지나며 나타날 수 있는 변종 바이러스들을 시뮬

레이션 할 수 있어 변종 바이러스들의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변이(m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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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COVID-19 팬데믹이 발생하고 약 1년 후 백신들이 개발되었다.[1] 

한국은 2021년 6월 현재 1500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COVID-19 

백신이 투여되었고, 백신에 의해 사회는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했다.[2] 

하지만, 최근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SARS-CoV-2 변종들이 

위험요소로 급부상 하고 있다. 변종들은 전염력이 증가하고, 현재 

개발된 백신의 효과가 작기 때문에[3] 변이 바이러스들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 2020년 12월 알파 변이부터 2021년 6월 람다 변이까지[3]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들은 출현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감염된 뒤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사후대응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선제적으로 어떤 바이러스 변이들이 출현할지 예측하는 기술이 요구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학습된 단백질 BERT와 단백질-단백질 상호작

용 모델을 이용해 SARS-CoV-2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시간에 따른 SARS-CoV-2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 양상을 예측한다면, 코로나 19 팬데믹 방역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는 시간에 따른 SARS-CoV-2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 시뮬레이션을 위해 두 가지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다.

첫째는, 단백질 BERT 모델[4]이다. 단백질 BERT는 106M개 

이상의 단백질 서열로 사전학습된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BERT)이다. BERT는 

mask-filling을 통해 빈칸 채우기를 학습하듯 가능한 단백질 서열들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SARS-CoV-2 스파이크 단백질 서열의 임의의 

아미노산 잔기를 [MASK]토큰으로 치환하고 이를 예측시키는 방법으

로, 단백질에 구조적으로 가능한 돌연변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는,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예측 모델 Deep Purpose PPI[5]

이다. 이 모델은 두 단백질을 입력으로 받아 두 단백질이 결합하는지를 

예측한다. SARS-CoV-2 스파이크 단백질은 human ACE2 수용체와 

결합하여 세포 내부로 침투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가 유도된 

SARS-CoV-2 스파이크 단백질의 human ACE2 수용체 결합력을 

계산함으로써, 해당 돌연변이가 자연선택에 의해 유전자풀에서 살아

남을지를 예측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의사 코드는 알고리즘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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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N_iter: Number of repetitions of mutagenesis

N_mut: Number of mutations obtained per sequence

N_rank: Number of mutations obtained in one iteration

M(s, n): Function that makes one mutation in the protein 

sequence s and returns the n possible sequences.

P(s): PPI scoring function between protein sequence s and 

human ACE2 receptor

Output: K

Method:

K[0][0] ← Original sequence of SARS-CoV-2 spike protein

for i in 1 to N_iter do:

Mutations ← EmptyList()

for j in K[i-1] do:

MutList ← M(j, N_mut)

Mutations.append(MutList)

end for

K[i].append(Top N_rank of P(Mutations))

end for

return K

Algorithm 1. SARS-CoV-2 variant prediction algorithm 

알고리즘 1의 방법은 SARS-CoV-2 스파이크 단백질 서열을 반복

적으로 변이시켜나가는 것이다. 단백질 BERT 모델 M을 이용해 

SARS-CoV-2 스파이크 단백질 서열에 랜덤하게 변이를 일으킨다. 

N_mut번 반복해 N_mut개의 변이 서열을 얻어낸 후,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스코어링 함수 P를 이용해 모든 변이 서열에 대한 human 

ACE2 수용체와의 결합력을 계산한다. 그 후, 친화도 상위 N_rank개

의 변이 서열을 선택하여 자연선택을 모사한다. 그리고 이 서열들에 

다시 단백질 BERT 모델 M을 이용해 변이를 일으키며, 이 과정을 

N_iter번 반복한다.

III. Conclusions

이 논문에서는 SARS-CoV-2 스파이크 단백질의 시간에 따른 

변이 양상을 예측하기 위해, BERT와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모델을 

활용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전염성이 높은 변종 바이러

스들의 출현을 선제적 예측하고 대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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