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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분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효과적인 사전학습(pretraining) 전략과 트랜스포머

(Transformer) 모델을 활용한 방법을 제시한다. 딥러닝을 활용한 분자의 성능을 예측하는 연구는 그동안 레

이블이 부족한 분자데이터의 특성에 의해 학습 때 사용된 데이터이외의 분자데이터에 대해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은 사전학습(pretraining)을 수행할 때 자기지도학습

(self-supervised training)을 사용하여 부족한 레이블에 의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 대규모 분자 데이터셋

으로부터 학습된 이 모델은 4가지 다운스트림 데이터셋에 대해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어 일반화 성능이 

뛰어나며 효과적인 분자표현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인다.  

키워드: 사전학습(pretraining), 트랜스포머(Transformer), 

분자표현학습(molecular representation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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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머신러닝과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특정 분야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생물학이나 화학과 같은 다른 여러 과학분야에서

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약개발을 위해 분자의 특성을 예측하

는 분야도 대표적인 예 중 하나이다. 신약개발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비용 산업분야 중 하나이다. 하나의 신약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부터 승인을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적으로 12년 이상의 시간

이 걸리며 비용도 $1M 이상이 들기 때문이다 ([1], [2]). 최근 기계학습

과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이 신약개발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약물의 후보군으로 사용되기 위한 물질의 특성을 

값비싼 실험없이 사전에 예측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성질의 레이블이 적당한 크기를 갖는 데이터 셋으로 구축되기 위해서

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따라서 딥러닝 모델을 통해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지도학습(self-supervised 

training)이나 기존에 있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추출할 수 있는 

값을 레이블로 사용하여 부족한 데이터 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자의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학습 테스크와 

트랜스포머 모델 구조를 활용해 높은 성능과 일반화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제시하였다 ([3]). 이 모델은 전통적인 기계학습 방법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으로 얻어낸 분자 특성 예측 성능과 최신 

딥러닝에서 나온 성능을 모두 뛰어 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II. Related Work

분자의 특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은 크게 사전학습전

략과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많이 연구 되고 있다. 분자는 여러 

원자와 이들 간의 결합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자(또는 node)

와 분자(또는 그래프)로부터 효과적인 표현(representation)을 얻은 

뒤 이 embedding 값을 예측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주된 방법이다. 

따라서 자기지도학습(self-supervised training)으로 학습을 할 때 

node-level의 테스크와 graph-level의 테스크를 모두 사용하여 학습

하는 것이 여러 테스크에 대해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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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를 입증한 논문에서는 Graph Neural Networks (GNNs) 

에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GNN의 모델 구조를 

활용하여 분자의 특성을 예측한 모델들의 학습전략에 따른 성능을 

제시하였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NLP 분야에서 시작된 모델이지만 비전(vision)

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3]). 

따라서 이 모델을 활용하여 분자의 성능을 예측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Molecular Attention Transformer (MAT)는 분자

의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 테스크로 특정 원자(node)를 가린 뒤, 이 

원자의 종류를 맞추는 테스크와 트랜스포머 모델 구조를 활용하였다 

([5]). 이때 분자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주기 위하여 기존의 

트랜스포머의 self-attention layer에 원자간의 거리 정보와, 인접정보

를 추가로 넣어주었다. GROVER라는 모델에서는 자기지도 학습 

테스크로 분자의 부분구조를 가린 뒤, 이 구조를 맞추게 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6]). 이때 학습에 사용된 모델 구조 역 트랜스포머

이다. Graphormer 모델은 자기지도 학습 방법대신에 트랜스포머의 

self-attention layer에 분자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추가적인 정보를 

추가하였다. 예를들어 원자와 결합을 갖고 있는 다른 원자의 개수

(degree), 한 원자에서 다른 원자까지 가기위한 최단거리(shortest 

path)등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값을 추가로 넣어주어 학습을 진행하였

다 ([7]).

III. The Proposed Method

이 섹션에서는 분자의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사전학습 전략과 

캐스케이드 구조의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한 방법을 다룬다.

3.1 사전학습

제시 된 모델은 아래와 같이 총 5가지 종류의 사전학습 테스크(task)

를 갖고 있다. 

인접정보예측(Adjacency prediction): 인접정보 예측에서는 주어

진 분자에서 두 원자사이의 연결정보를 예측하는 테스크이다. 연결정

보의 유무만을 예측하는 것으로 손실함수로는 binary cross entropy를 

사용하였다.

본드타입예측(Bond-type prediction): 본드타입 예측이란 두 원자

사이의 연결이 어떤 종류인지(예시: 단일결합, 아로마틱 결합 등) 

예측하는 테스크이다. 총 5가지의 특성(feature)를 갖고 있으며 cross 

entropy가 손실함수로 사용되었다. 

원자예측(Atom-prediction): 원자예측이란 주어진 원자가 어떤 

원자인지를 예측하는 테스크이다 이 모델에서는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의 종류를 예측해야 한다. cross entropy가 손실함수로 

사용되었다.

Functional-group 예측: functional-group 예측이란 한 분자내에 

들어있는 특정 부분구조 (예, ring 구조)를 예측하는 테스크이다. 

이때 부분구조는 사전에 정의된 167가지의 functional group에 해당

되는 구조이다. RDkit [(10)]을 통해 추출되었으며 cross entropy가 

손실함수로 사용되었다. 

분자특성예측 (property prediction): 분자가 갖고있는 성질(예: 

water solubility)을 예측하는 구조이다. 200가지의 연속적인 값을 

갖는 수치로 Rdkit을 통해 추출되었다. Mean Squared Error(MSE)가 

손실 함수로 사용되었다.

3.2 모델구조

제시된 모델은 캐스케이드 구조를 갖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과 

다르게 이 트랜스포머 구조는 두 종류의 인코더인 구조 인코더

(structure encoder)와 특성 인코더(property encoder)를 갖고 있으

며, 각 인코더마다 계층적으로 서로 다른 손실함수가 배정되었다. 

구조 인코더에서는 분자의 구조정보를 학습하고, 이때 학습된 구조정

보를 바탕으로 특성 인코더에서 분자의 특성과 관련된 예측을 수행하

는 것이 이 모델의 핵심이다.

구조 인코더(structure encoder): 3.1에서 제시한 테스크 중 분자의 

구조에 해당되는 인접정보예측, 본드타입예측, 원자예측이 이 구조 

인코더를 통과한 후 수행된다. 이때 구조 인코더를 통과한 후 node 

embedding이 각각의 테스크마다 독립적인 다중 퍼셉트론

(multi-layer perceptron, MLP)을 통과한후 테스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손실함수를 통해 나오는 gradient들은 구조 인코더 이후에 

있는 layer에는 전달되지 않고 이전에 있는 layer에 만 전달되어 

weight가 업데이트 된다. 

특성 인코더(property encoder): 특성 인코더에서는 나머지 테스크

인 functional group 예측, 분자특성 예측이 수행된다. 이 테스크를 

사용하기 위해 구조 인코더 이후 하나의 토큰(token)을 추가되었고, 

이 토큰이 특성 인코더를 통과한 후 얻어진 embedding값이 손실함수

를 예측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토큰은 분자 전체단의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 되었다.

이외에 Laplacian Positional Encoding(LPE)가 추가로 input 

단계에서 node의 embedding값에 추가 되었다 ([9]). 이는 분자의 

구조정보를 간접적으로 넣어주기 위한 inductive bias로서, 기존 트랜

스포머 모델의 positional encoding에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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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del architecture 

IV. Experiment

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ChEMBL과 Pubchem에서 약 2백만 

개의 분자데이터 셋을 추출하였다 ([11], [12]). 이 대규모 데이터셋을 

통해 사전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다른 4가지 다운스트림 테스크

(downstream task)에 미세조정 한 후 결과값을 측정하였다.

데이터셋 크기 Task type 

BBBP 2,039 Classification

ESOL 1,128 Regression

FreeSolv 642 Regression

Estrogen 1,961 Classification 

Table 1. Downstream dataset  

각 데이터셋은 특정 성질에 대한 레이블을 갖고 있다. (예: BBBP 

데이터셋은 분자가 혈액뇌장벽 (blood-brain barrier)을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모델
ESOL

(↓)

Freesolv

(↓)

BBBP 

(↑)

Estrogen

(↑)

SVM .479(0.5) .461(.07) .723(.01) .772(.01)

RF .534(.07) .524(.09) .721(.01) .791(.01)

GCN[8] .369(.32) .299(.68) .695(.13) .730(.03)

MAT[5] .278(.02) .265(.04) .737(.09) .773(.01)

GROVR

[6]
.303(.04) .270(.03) .726(.07) .758(.06)

Graphorm

er[7]
.273(.01) .271(.05) .725(.01) .805(.34)

Ours .252(.01) .242(.04) .754(.01) .820(.01)

이 실험결과에서 데이터셋에 있는 (↑),(↓) 표시는 테스크 

종류에 따른 성능 기준을 말한다. 예를들면 (↓)는 낮을수

록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SVM은 support vector 

machine, RF는 random forest를 통해 학습 된 모델이다.

Table 2. Result

다음은 실험 결과이다. Table 2 결과값에서 regression task의 

경우 Mean Absolute Error(MAE)가 성능 측정의 지표로 사용되었으

며, classification task의 경우 ROC-AUC CURVE가 평가지표로 

사용 되었다. Table 2 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제시된 방법의 사전학습 

테스크를 사용한 트랜스포머 구조의 모델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self-attention 

layer에 특정한 변화를 주지 않고 인코더만 두 부분으로 나눈 뒤 

특정 태스크를 분리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는 우리 모델구조가 

효과적인 사전학습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주어진 손실함수를 적절히 

잘 배치하였음을 보여준다.

Ⅴ. Conclusion

본 논문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분자의 특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효과적인 사전학습 테스크들과 이 테스크를 적절

히 활용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의 제안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기술이 

화학이나 생물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1) 대규모 데이터셋을 통해 사전학습을 

진행하며, (2) 학습에 자기지도학습 통해 레이블일 부족한 문제를 

극복하고, (3) 손실함수를 적절히 배치하여 두가지 종류의 인코더를 

가지는 트랜스포머 모델구조를 구축 하는 것이다. 학습된 모델은 

다른 downstream dataset에 대해 좋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일반화 

능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 학습된 방법을 

통해 논문에서 제시된 데이터 이외에도 다른 분자데이터셋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을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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