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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의 대표적 구성성분이면서 동시에 생명현

상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

하는 것은 단백질의 구조가 단백질의 전반적인 기

능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하

지만, 현재 원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실험적으로 결

정하기는 수월하지 않아,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을 이용한 정확한 단백질의 3차 구조 예측은 단백질

에 바탕을 둔 분자수준에서의 복잡한 생명현상을 이

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구글 딥마

인드(DeepMind) 팀의 Senior 등은 인공지능 기법의 

하나인 딥러닝(Deep learning) 기법을 기반으로 단백

질 3차 구조를 예측하는 알파폴드(AlphaFold)를 개

발하였고, 최근 개최된 세계적인 단백질 3차 구조 예

측 대회인 CASP13에서 우승을 하며, 다른 단백질 구

조 예측 팀들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두드러진 단백

질 3차 구조 예측의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Senior 등

은 우선 구축되어 있는 단백질 데이터베이스를 바

탕으로 단백질 구조 결정에 중요한 아미노산 잔기

들의 쌍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아미노산 잔기들 간

의 거리 및 단백질 구조 결정에 필요한 각 잔기들의 

뒤틀림 각과 2차 구조정보를 예측하는 작업을 신경

망(Deep neural network)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시켰

고, 이를 통해 단백질 3차 구조 결정을 위한 포텐셜 

함수 구축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단백질 3차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향상된 단백질 구조 예측
(Improved protein structure prediction using potentials from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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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폴드(AlphaFold)에 의한 단백질 3차 구조 예측의 과정 및 예측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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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예측을 위해 다양한 단백질의 단편들을 생성하

고, 최적화하는 기법 중 하나인 경사하강법(Gradient 

descent method)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기계학습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기존의 단백질 구

조 예측 알고리즘들과 비교하였을 때. 이미 알려진 

유사한 단백질(Homologous proteins)의 구조가 없이

도. 원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만으로 정확도가 

훨씬 향상된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예측하는 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CASP13 대회에서 주어진 43개의 단

백질 구조 예측 문제에서, 2등 팀이 단지 14개의 구

조에 대해 뛰어난 수준의 정확한 예측 결과를 보여

준 데 반하여, 알파폴드는 24개의 구조에 대해 뛰어

난 예측 결과를 보여주었다. 구글 딥마인드의 Senior 

등은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 단백질 구조 예측에 있

어 하나의 전환점이 될 만한 상당한 수준의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보이며, 알파폴드는 단백질 3차 구조 

예측에서 앞으로 더욱더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