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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해 분비되는 독소는 대부분의 경우 인간에게 유해하다. 가령 여름철 날것이나 오래

된 음식에서 쉽게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데, 이는 주로 Clorustidium Botulinum이 만들어낸 보툴리눔 독소

가 원인이다. 유기체에 의해 생성된 모든 독소는 단백질이며 이는 아미노산 서열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

해 생물정보학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많은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단백질의 독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SVM를 사용하는 BTXpred와 CNN을 사용하는 ToxDL과 같은 모델이 각각 박테리아와 동물 

독소의 독성을 예측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BERT와 같은 성능이 더욱 뛰어난 모델이 시

퀀스 분류를 위해 도입되었다. 본 논문은 독성 단백질을 분류를 위해 ProtBERT를 사용할 경우 이의 성능을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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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독은 한 생명체가 스스로를 지키거나 공격하기 위해 생산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산된 독은 해당 생명체의 유전 정보에 따라 생산된 

단백질인데 이는 단백질 서열로 표기 할 수 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0개의 아미노산이 존재한다. 20가지의 아미노

산은 각각 다른 알파벳으로 나타낸다. 자연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덕분에 단백질 서열 데이터에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접목하기 용이 

하다. 본 논문은 독성 단백질을 구분하기 위해 최신 자연어처리 모델인 

BERT를 적용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다양한 이유로 단백질의 독성을 예측하는 모델의 개발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다. 가령 BTXpred[1]는 박테리아의 독성 단백질 

분류를 위해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인 SVM을 사용하였으며, 

ToxDL[2]은 동물의 독 단백질을 분류 하기 위해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한다. 단백질 데이터가 문자로 이루어진 시퀀스 데이터 만큼 

자연어처리 기술을 접목한 연구도 있으며 대표적으로 ProtBERT[3]

는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의 BERT 모델을 단백질 서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하였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Benchmark Dataset

본 논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두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데이터셋은 [2]에서 사용된 동묵 독성 단백질 데이터 이고 

두 번째 데이터셋은 [1]에 사용된 박테리아 독성 단백질 데이터셋이다. 

두 데이터셋 모두 독성 단백질은 참, 비독성 단백질은 거짓으로 라벨링

되어있다. 아래 표1은 각 데이터셋에 포함된 데이터의 양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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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Train /

Validation

Toxic

Protein

non-Toxic

Protein

Animal

Dataset[2]

Train 4413 5671

Validation 59 670

Bacteria

Dataset[1]

Train 140 402

Validation 43 92

Table 1. Dataset Description

2. Model Description

1장에서 언급했다시피 독성 단백질과 같은 단백질 데이터는 20개의 

알파벳 조합으로 표기가 된다. 표기가 알파벳으로 되어있는 만큼 

기존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사용되는 모델들을 적용하기가 쉽다. 따라

서 본 연구에는 단백질 염기서열을 사용하여 학습된 ProtBERT[3] 

모델에 분류 계층을 추가하여 fine-tuning을 진행하였다.

3. Experiment Results

아래 표는 총 20epoch 동안 진행된 실험결과중 가장 좋은 validation 

데이터셋의 결과를 보여준다. Validation 데이터셋의 클래스간 불균

형으로 정확도 로만 성능을 평가하기에는 객관적이지 않아 F1과 

MCC 값으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Data Accuracy F1 MCC

Animal

Dataset
0.9726 0.8333 0.8185

Bacteria

Dataset
0.9778 0.9639 0.9491

Table 2. Experiment Results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ProtBERT[3]를 사용하여 독성 단백질을 분류 하였

을 때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동물 독 데이터의 성능이 박테리아 

데이터셋 보다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이는 박테리아의 단백질서

열이 동물의 단백질서열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데이터셋의 양에 

큰 차이가 있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단백질 데이터 특성상 구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라벨링이 안되어 있는 만큼 양질의 데이터 생성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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