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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자연계에 존재하는 양파, 순무, 콜리플라워 등의 많은 식용식물 

및 홍차나 커피와 같은 음료류에서 갑상샘 과산화효소(thyroid 

peroxidase, TPO)를 저해하는 물질들이 발견되어왔다. TPO는 갑상샘 

호르몬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식품 원료의 개발 

시 TPO 저해 물질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최근 

3R(Reduction, Refinement, Replacement)원칙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조명되면서 머신 러닝을 기반으로 한 정량적 구조-활성 관계(QSAR)가 

약물 개발 및 독성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체시험방법으로서 폭 

넓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머신 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TPO 저해 물질을 예측하는 모델을 설계함으로써 식품 내 

존재하는 위해물질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체시험방법을 

개발하였다.  

2장에서 예측 모델의 개발을 위해서 총 587개 화합물의 TPO 

저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는 최대 저해 정도와 IC50에 

따라 두 개, 세 개 또는 네 개의 독성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모델 설명 

변수로는 분자 핑거프린트(FP)와 표현자를 사용하였고, 특성 추출 

방법인 주성분분석(PCA) 또는 선형판별분석(LDA)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였으며 각 특성 추출 방법을 사용한 모델의 예측 

성능을 비교하여 보았다. 모델 학습 방법으로는 간단한 학습 방법과 

복잡한 앙상블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앙상블 학습 방법이 예측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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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는지 비교하였고, 하드 투표 분류기에서 뚜렷한 예측 성능의 

향상이 관찰되었다. 모델의 평가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평균으로 

계산되는 지표인 F1 점수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테스트 점수를 

바탕으로 각 그룹핑 방법별 최적의 예측 모델을 선정하였다.  

3장에서는 모델의 개발과 함께 모델 학습에 사용된 물질들 중 

TPO 저해 효과가 강한 물질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substructure인 

활성 구조를 분석하였다. Quaternary 분류를 기준으로 독성이 가장 

강한 그룹에서의 빈도가 독성이 없는 그룹에 비해 1.2 이상인 것을 

활성 구조로 정의하였고, 분석 결과 primary aromatic amine, enol, 

enolether, phenol, vinylogous carbonyl, heterocyclic S, N 등이 활성 

구조로 나타났다. 또한 4장에서는 2장에서 개발 및 선택된 최적 

모델들을 국내에서 사용되는 향료 중 1774종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며, 

모델의 예측 결과 1774종 중 22종이 강한 TPO 저해 작용을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22종의 향료들은 물질의 경구독성 평가 체계 중 하나인 

Cramer class와 비교함으로써 예측 결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예측 모델과 이들의 적용 결과 데이터는 향후 

식품 원료 중 존재하는 위해 물질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체시험방법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주요어: 갑상샘 과산화효소, 앙상블 머신 러닝, in silico 독성예측, 합성 

향료 

학  번: 2019-2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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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최근, 독성시험 등에 사용되는 실험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제안된 3R 원칙(Replacement, Refinement, Reduction)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동물대체시험법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머신 러닝 등의 컴퓨터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정량적 구조-활성 관계(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QSAR)를 이용한 in silico 독성예측 모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PubChem, TOXNET, ToxBank 및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의 ACToR, DSSTox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 

이들 데이터를 독성 예측 모델에 활용할 수 있다(Idakwo et al., 2018).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및 EPA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인 Tox21에서는 예측 모델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다양한 high-throughput 

시험법을 새로이 개발, 또는 기존 시험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National Toxicology Program, 2020). 

한편, 식용 식물로부터 추출 및 가공된 다양한 식품들이 소비되고 

있는데, 이러한 식용 식물들 중에는 호르몬 대사 등 체내의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교란하는 2차 대사산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들이 



  2 

있고, 특히 갑상샘 대사 등을 교란하는 물질이 포함된 식용 식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 및 연구되어오고 있다. 갑상샘 호르몬(T3, T4)은 

갑상샘에서 합성 및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세포 및 조직의 성장, 분화 및 

대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갑상샘 

호르몬의 합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효소는 

갑상샘 과산화효소(thyroid peroxidase, TPO)인데, TPO는 갑상샘 

글로불린 티로신(Tyr) 잔기의 아이오딘화를 통해 monoiodo-(MIT) 

또는 diiodotyrosine(DIT)을 생성하며, 생성된 MIT 및 DIT의 

연결(coupling)을 통해 갑상샘 호르몬의 합성을 촉매한다(Dev, Sankar, 

& Vinay, 2016). 

많은 식물 유래 천연 식품에서 갑상샘 호르몬의 정상적인 합성을 

저해하는 물질들이 보고된 바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 중 TPO의 작용을 

저해함으로써 갑상샘 호르몬의 합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것에는 

플라보노이드류의 물질들 및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의 일종인 

goitrin이 있다. Goitrin은 대표적인 글루코시놀레이트인 progoitrin의 

분해산물로, progoitrin은 순무, 유채씨 등에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Quercetin, genistein 및 luteolin 등과 같은 

플라보노이드류 화합물들도 TPO의 활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은 양파, 사과 등의 채소 및 과일류, 두류 및 

가공품, 와인 또는 차 등의 음료류로부터 주로 섭취된다(Chandra, 

2010). 

이러한 물질 외에도 일부 아미노산 또는 sulfonamide 등이 TPO의 

활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TPO 저해 물질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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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들을 Table 1-1에 정리하였다. 이들 물질 중 자연계에 

존재하는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인 myricetin, kaempferol의 경우 각각의 

IC50가 0.6μM, 1.2μM 수준으로, 상당히 강한 TPO 저해 효과를 지닌 

것으로 보고되었다.  

 

Table 1-1. The type of thyroid peroxidase(TPO) inhibitors and their 

inhibition levels. 

Name of the compound 
Enzyme inhibition rate 

References 
Ki (mM) IC50 (mM) 

Glucosinolate 

breakdown products 

  
 

Goitrin 0.062 - 

(Lee, 2015) 

Indole-3-carbinol 0.47 - 

Isothiocyanate 0.54 - 

2-hydroxy-3-

butenyl cyanide 
1.5 - 

3-indoleacetonitrile 1.7 - 

Flavonoids    

Myricetin - 0.0006 

(Divi & Doerge, 

1996) 

Kaempferol 0.00623 0.0012 

Morin 0.01287 0.0021 

Naringenin 0.00706 0.0027 

Biochanin A - 0.0062 

Fisetin - 0.0063 

Baicalein - 0.0083 

Naringin - 0.0126 

Catechin - 0.0364 

Rutin - 0.0406 

Quercetin 0.00709 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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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the compound 
Enzyme inhibition rate 

References 
Ki (mM) IC50 (mM) 

Rutin 0.13 0.122 (Habza-

Kowalska, 

Kaczor, Żuk, 

Matosiuk, & 

Gawlik-Dziki, 

2019) 

Quercetin 0.02 0.199 

Rosmarininc acid 0.001 0.004 

Chlorogenic acid 0.17 1.439 

Amino acids    

cysteine - 0.0125 
(Carvalho et al., 

2000) 
methionine - 0.013 

tryptophan - 0.0097 

Sulfonamides  

(primary arylamine) 
  

 

Sulfamethiazine 0.42 0.5 
(Doerge & 

Decke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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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천연 식물의 독성시험은 주로 원료 자체로부터의 추출물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성을 나타내는 단일 활성 물질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대체시험법의 중요성과 더불어, 복잡한 

혼합물의 독성시험 시의 스크리닝 단계로 in silico 독성예측 모델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합성 향료 등과 같이 

식품에 소량 첨가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사용 용량이 작다는 이유로 

체계적인 독성 시험 없이 물질의 구조와 섭취량을 바탕으로 사용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그러나 

이러한 물질들 모두에 대해 독성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in silico 독성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많은 in silico 독성예측 모델이 개발되어왔고, 이들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오고 있다. 유전독성, 생식독성, 

급성 및 만성독성 등의 독성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머신 러닝 모델과 

분자 fingerprint(FP)를 적용한 모델이 도입된 바 있으며(D. Fan et al., 

2018; Jiang et al., 2019; Li et al., 2014; Li, Zhang, Chen, Li, & Zhao, 

2017), 데이터 개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특성의 개수, 클래스 간 

불균형 문제 등과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성 선택 또는 추출과 

같은 차원 축소 방법 및 오버샘플링 등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Blagus & Lusa, 2013; Idakwo et al., 2018). 또한,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독성 예측 모델에서 널리 사용되던 간단한 학습 

기법인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RF),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 나이브 베이즈(Naïve Bayes, NB)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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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에서 나아가(D. Fan et al., 

2018; Fan, Sun, Zhao, Cui, & Zhong, 2018; Jiang et al., 2019; F. Li et 

al., 2017; Li et al., 2014), 보다 복잡한 앙상블 학습 기법인 boosting 

및 투표 분류기(voting classifier) 등의 기법을 적용한 모델도 연구되고 

있다(Ai et al., 2019; Sheffield & Judson, 2019; Zhang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습 방법, 차원 축소 방법, 오버샘플링 

방법을 적용하여 TPO 저해 화합물에 대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 개발과 더불어서,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셋의 독성이 강한 그룹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분자 구조를 분석하였다. 개발된 모델 중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선정하여 국내에서 사용되는 합성향료 1774종에 

적용하여 보았으며, 모델로부터 독성이 강할 것으로 예측된 향료들을 

Toxtree 소프트웨어(Patlewicz, Jeliazkova, Safford, Worth, & 

Aleksiev, 2008)를 이용해 분류된 Cramer class와 비교하여 모델의 

분류 성능을 평가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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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갑상샘 과산화효소 저해제 예측모델의 개발 및 평가 

2.1. 서론 

일반적인 머신 러닝 프로젝트에서는 모델 학습 전 전체 데이터셋을 

학습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무작위로 분리한 뒤 학습 세트로 모델을 

학습하고 테스트 세트를 이용하여 학습된 모델의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모델이 훈련 세트 또는 테스트 세트에 과도하게 

적합 되는 과적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모델 매개변수의 튜닝 과정이 필요하다. 매개변수 튜닝 과정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들 중 하나는 그리드 서치이다. 그리드 서치는 

조절하고자 하는 모든 매개변수의 조합을 사용하여 여러 모델을 만든 뒤 

만들어진 모델을 테스트 세트와는 별개의 세트인 검증세트에 적용해 

봄으로써 최적의 매개변수 조합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그러나 검증 

세트를 훈련 세트로부터 떼어내게 되면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가 적은 경우 k-겹 교차 검증을 

사용할 수 있다. k-겹 교차 검증은, 훈련 세트를 k개로 나눈 뒤 k-

1개의 서브셋은 모델 훈련에, 1개의 서브셋은 검증에 사용하는 과정을 

모든 서브셋에 대해 반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훈련과 

검증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이다. 따라서 모든 매개변수의 

조합을 생성하여 이에 대해 k-겹 교차 검증을 실시하고, 교차 검증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의 매개변수 조합을 최적의 조합으로 선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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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렇게 선택된 모델은 마지막으로 테스트 세트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평가된다(Müller, 2017)(Figure 2-1). 

 

Figure 2-1. A brief illustration of toxicity prediction model 

develop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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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예측 모델의 개발 과정은 이러한 머신 러닝 프로젝트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모델에 학습에 사용하는 특성으로 분자 fingerprint(FP) 

또는 분자 표현자(descriptor)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염, 

혼합물과 같은 물질의 경우는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은 특성 계산 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독성예측 모델에서 흔히 사용되는 FP에는 크게 substructure key-

based FP와 topological FP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substructure 

key-based FP는 이미 정의 되어있는 분자 구조 또는 특성의 존재 

여부 또는 개수를 인코딩한 이진 또는 정수 벡터 형태의 데이터이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substructure key-based FP로는 substructure 

(count) FP, MACCS keys, PubChem FP 등이 있다. Topological FP는 

substructure key-based FP와는 달리, 이미 정의된 구조를 인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분자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해시 함수를 통해 이진 벡터로 

나타낸다. 대표적인 topological FP로는 RDKit FP, Morgan FP, atom 

pair (count) FP 등이 있다(Bajusz, Rácz, & Héberger, 2017; Rogers & 

Hahn, 2010). 이러한 FP 또는 descriptor의 계산은 RDKit(Landrum, 

n.d.), PaDEL-Descriptor(Yap, 2011) 또는 ChemoTyper(Yang et al., 

2015) 등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계산된 특성들(분자 FP 및 descriptors)은 머신 러닝 모델 개발에 

사용된다. 독성예측 데이터의 경우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에 비해 데이터 

크기가 작은 경우가 많은데, 작은 데이터 크기에 비해 특성의 개수는 

많아 모델 과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성의 강도에 

따른 분류 데이터의 경우 독성이 없는 물질의 개수가 독성이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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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개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서 클래스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원 축소, 데이터 

리샘플링(resampling) 등 많은 시도들이 있어왔다.  

먼저, 데이터 개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특성의 개수를 줄이기 

위한 차원 축소 방법으로는 특성 선택(feature selection) 또는 특성 

추출(feature extraction)이 있다. 특성 선택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회귀분석 모델에서의 변수선택 방법인 전진선택법(forward selection), 

후진제거법(backward elimination) 그리고 단계선택법(stepwise 

selection)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특성의 가능한 모든 

조합을 시도하여 최적의 성능을 내는 모델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 

변수들이 모델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의 차원이 

높을수록 메모리 소모가 많고 코드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린다("Machine 

Learning Mastery," 2020). 반면 특성 추출 방법은 기존 특성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한 뒤 이들을 조합해 저차원의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특성 선택 방법에 비해 컴퓨팅 속도가 빠르지만, 

만들어진 모델을 해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Müller, 2017).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특성 추출 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및 선형판별분석(Linear Discriminant Analysis, 

LDA)이다. PCA는 특성 추출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화하는 벡터(주성분)로 데이터를 투영하는 

방법이다. LDA는 본래 분류를 위한 알고리즘이나, 분류 모델의 

개발에서 특성 추출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LDA는 클래스 내에서의 

분산은 최소화하고 클래스 간의 분산은 최대화하는 축을 찾아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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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하여 서로 다른 클래스의 데이터를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Albon, 2019)(Figur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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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A simple explanation of (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and (b)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LDA). (a) In PCA, the datapoints are projected over the principal component 1 which makes 

the variance greatest within the dataset in order to reduce the dimensionality. (b) LDA method is to find 

an axis that makes the variance within each class minimal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classes maximal  



  13 

데이터 리샘플링(resampling)은 균형한 데이터셋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방법이다. 데이터 수가 충분히 

많은 경우, 불균형한 데이터셋에서 데이터 개수가 많은 클래스의 데이터 

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인 언더샘플링(undersampling)을 시도함으로써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simple oversampling 방법에 비해 효과적으로 

예측 성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Blagus et al., 2010), 

이러한 방법은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데이터셋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권철민, 2020). 반면 오버샘플링의 경우 데이터 개수가 적은 

클래스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클래스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SMOTE)은 Chawla et al.에 의해 고안된 

방법으로, 소수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에서 k개의 최근접 이웃을 선택한 

뒤 이들의 거리를 구한 후에 그 거리에 0~1 사이의 임의의 값을 곱하여 

본래 샘플에 더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가령 본래의 

데이터에서 200%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각 데이터에서 2개의 최근접 

이웃을 선택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Chawla, Bowyer, 

Hall, & Kegelmeyer, 2002).  

차원 축소 방법, 리샘플링 방법 외에 모델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델 학습 방법이다. 기존에 독성 예측 모델에서 시도된 간단한 

학습 방법으로는 NB, RF, SVM 및 ANN 등이 있으며(D. Fan et al., 

2018; T. Fan et al., 2018; Jiang et al., 2019; F. Li et al., 2017; Li et 

al., 2014), 이 외에도 최근 딥러닝 또는 boosting, 투표 분류기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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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복잡한 앙상블 기법을 적용한 예측 모델이 시도되고 있다(Ai et al., 

2019; Sheffield & Judson, 2019; Zhang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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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학습 방법인 RF, SVM, ANN 및 복잡한 

앙상블 학습 방법인 boosting과 voting(보팅, 투표 분류기)을 사용하여 

TPO 저해제의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RF는 다수의 결정 트리(Decision tree, DT)로부터 결과를 예측한 

뒤, 이들 결과의 평균을 내거나(회귀), 가장 다수의 트리에서 나온 

결과를 최종 분류 결과로 선택(분류)하는 앙상블 기법으로(Figure 2-3), 

트리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모델이 잘 일반화될 수 있지만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Figure 2-3. A simple illustration of how random forest works 

SVM은 데이터 공간 내에서 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초평면(hyperplane)을 찾는 방법이다. 이러한 초평면은 데이터셋 내의 

한 클래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이터포인트까지의 

경계(margin)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만약 선형 

구분이 되지 않는 데이터의 경우는 커널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고차원 공간으로 맵핑한 다음 데이터를 분류하는 초평면을 찾을 수 

있다(Scikit-Learn, n.d.)(Figur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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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a)Linear support vector machine and (b)kernel support 

vector machine 

ANN은 인간의 뉴런을 모방한 구조를 가진 학습 모델로, 

입력층(input layer)에 입력된 데이터가 은닉층(hidden layer)을 지나 

각 node에 부여된 가중치에 따라 계산되어 출력층(output layer)에서 

결과를 출력하는 구조이다(Figure 2-5). 이 과정에서 학습을 통해 각 

layer간 연결의 가중치(w)를 최적화한다. 흔히 은닉층이 한 개인 것을 

ANN, 두 개 이상의 은닉층을 가지는 것을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이라 한다. 

 

Figure 2-5. An example of simple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structure 

앙상블 학습 기법은 두 개 이상의 모델을 결합하여 분류 성능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크게 bagging, boosting, voting 그리고 st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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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oosting 및 투표 분류기를 이용하여 

TPO 저해 예측 모델을 학습하였다.  

Boosting은 DT등의 약한 학습기로 학습한 뒤, 분류가 잘못된 

데이터에 가중치를 주어 반복 학습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반복될수록 

잘못 분류되는 데이터가 줄어들게 된다(Figure 2-6)(Zhou, 2012).  

 
Figure 2-6. An illustration of how boosting algorithm works 

본 연구에서 사용한 boosting 학습 방법은 adaptive boosting 

(AdaB)과 extreme gradient boosting(XGB)으로, 이 두 방법은 

기본적으로 원리는 같으나 잘못 분류된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AdaB은 DT등과 같은 약한 학습기로 구성되는 

앙상블 모델인데, 약한 학습기가 데이터를 분류한 후 잘못 분류된 

데이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한 뒤에 다음 약한 학습기로 다시 분류하는 

과정을 반복한다(Freund & Schapire, 1997). XGB는 한 개의 leaf 

node를 가진 DT에서 시작되어 데이터의 residual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반복학습을 하며 tree를 키워 나가는 방식인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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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sting에서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regularization)를 

추가한 방법이다(Chen & Guestrin, 2016). 

투표 분류기는 두 개 이상의 모델을 사용하여 다수의 모델에서 나온 

예측 결과를 최종 예측 결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투표 분류기에는 

하드 투표 분류기(hard voting classifier)와 소프트 투표 분류기(soft 

voting classifier)가 있는데, 먼저 하드 투표 분류기는 각 모델에서 

도출된 예측 결과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어 투표하는 방법으로, 가장 

다수의 모델에서 예측된 클래스를 최종 예측 결과로 사용한다. 소프트 

투표 분류기의 경우는 예측 결과의 확률(probability)을 고려하여 

예측하는 방법이다. 예측된 결과의 확률의 합이 최대가 되게 하는 

클래스를 최종 예측 결과로 결정하게 된다. 투표 분류기의 투표 방법에 

따라 최종 예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Figure 2-7)(Scikit-Learn, 

n.d.). 

i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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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An example of voting classifier. (a) Hard voting classifier 

and (b) soft voting clas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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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법들로 학습된 모델은 다양한 지표로 평가될 수 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평가 지표는 예측 정확도(accuracy)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ccuracy= 
TP + FP

TP + TN + FP + FN
 

where, TP: true positive; FP: false positive; 

TN: true negative; FN: false negative 

그러나 정확도(accuracy)는 불균형한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진 

모델의 경우는 적절히 평가하기 어렵다. 가령 95개의 Class A와 5개의 

Class B로 구성된 데이터셋으로부터 만들어진 모델의 경우, 모든 

instance를 무조건 Class A로 분류하더라도 95%의 정확도가 계산된다. 

따라서 데이터셋의 클래스 간 불균형이 심한 경우 정확도가 아닌 다른 

지표로 모델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불균형한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 중 하나인 F1 점수(F1 

score)를 사용하여 모델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F1 점수는 

정밀도(precision)과 재현율(recall)의 조화평균으로 계산된다: 

Precision = 
TP

TP + FP
  ,     Recall = 

TP

TP + FN
  ,    F1 score = 

2 × Precision × Recall

Precision + Recall
 

where, TP: true positive; FP: false positive; TN: true negative; FN: false negative 

정밀도(precision)는 positive로 예측된 데이터 중 true positive의 

비율이고, 재현율(recall)은 실제 positive인 데이터 중 true positive의 

비율이다. 모든 instance를 positive로 예측하는 모델의 경우, 재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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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되지만 정밀도는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평균인 F1 점수를 사용함으로써 불균형한 데이터셋에서의 분류 

성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머신 러닝 기법인 

RF, SVM, ANN과 더불어, 복잡한 앙상블 기법인 AdaB, XGB 그리고 

하드 및 소프트 투표 분류기를 사용하여 TPO 저해제의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고 F1 점수와 오차 행렬(confusion matrix)을 이용하여 이들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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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방법 

2.2.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AUR(Amplex® UltraRed) assay 및 guaiacol assay 등의 

assay로부터 계산된 TPO 저해의 IC50 또는 AC50 값들은 EPA의 

Chemistry Dashboard Database 및 기존 논문들로부터 

수집되었다(Carvalho et al., 2000; Divi & Doerge, 1996; Habza-

Kowalska et al., 2019). 수집된 물질들에는 약물, 농약 등의 화학물질들 

및 천연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물질 중 염(salt), 혼합물 및 

중복된 물질들을 제거하여 총 587종의 물질이 최종 데이터셋으로 

선정되었다. 수집된 데이터 중, AC50는 각 물질의 최대 저해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효소의 최대 활성 강도를 

기준으로 계산된 값인 IC50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환산에는 다음 

공식을 사용하였다(Sebaugh, 2011): 

log IC50 = log AC50  × (
a - 50% response

50% response - b
)

1/c

 

where, a: min response; b: max response; c: slope factor 

데이터셋 내 각 물질 별 최대 저해 정도(max inhibition)와 

IC50값을 기준으로 전체 물질들을 2개(binary), 3개(ternary) 또는 4개 

(quaternary)의 독성 등급으로 나누었다. 이들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Table 2-1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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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lassification criteria by each grouping method 

Max 

inhibition 
IC50 Binary Ternary Quaternary 

≥ 50% 
≤ 10 μM 

A 
A 

A1 

> 10 μM A2 

20 ~ 50%  B B 

< 20%  C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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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특성의 선택 및 계산 

분자 표현자(descriptor)와 FP가 모델링 특성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자 내 원자의 결합 상태, 하부 구조들(substructures)의 

종류 및 이들 간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기 위해 topological FP와 

substructure key-based FP를 연결한 형태의 FP를 사용하였다. RDKit, 

Morgan, atom pair count(APC) FP가 topological FP로서 사용되었고, 

substructure count 및 ToxPrint FP가 substructure key-based FP로 

사용되었다. RDKit 및 Morgan FP는 RDKit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계산하였으며(Landrum, n.d.), APC FP, substructure count FP는 

PaDEL-Descriptor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계산하였다(Yap, 2011). 

ToxPrint FP는 분자 내 특정 구조의 존재 여부를 코딩하는 이진 벡터 

형태의 FP로, FP에 포함될 구조의 종류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다. 

TPO 저해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조들인 thio 

carbonyl(C=S), sulfide, sulfonyl 등의 함황구조와 더불어 방향족 아민 

및 플라보노이드 구조가 ToxPrint FP에 포함되었으며, ChemoTyper 

소프트웨어로 ToxPrint FP를 계산하였다(Yang et al., 2015). 모델에 

사용된 특성의 종류 및 구조는 Figure 2-8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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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Structures of molecular descriptors and fingerprints 

(FPs) [RDKit_Sub: RDKit FP with substructural FPs; Morgan_Sub: 

Morgan FP with substrutrural FPs; APC_Sub: atom pair count(APC) 

FP with substructural 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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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모델 학습 및 평가 

본 연구에서는 PCA 또는 LDA를 사용해 차원 축소를 한 뒤, 

간단한 학습 모델인 RF, SVM, ANN 및 복잡한 앙상블 학습 모델인 

AdaB, XGB, 투표 분류기(하드 및 소프트)를 이용하였고, 네 종류의 

특성을 사용하여 모델을 만들었으므로, 각 분류 기준 별로 42개씩 총 

144개의 모델을 만들어 이들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투표 분류기의 경우 

RF, SVM, ANN, AdaB, XGB 중 성능이 가장 좋은 네 개의 모델을 

앙상블하였다. 각 그룹핑 방법과 FP별로 voting에 사용된 모델의 

조합은 Table 2-2와 같다. F1 점수를 평가지표로 사용하여 F1 지표가 

높은 모델을 최적 모델로 선택하였고 이들의 자세한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오차행렬(confusion matrix)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모델 학습 및 평가 과정은 모두 Python의 머신 러닝 

라이브러리인 Scikit-learn을 사용해 실시되었다(Fabian Pedregosa, 

2011).   데이터셋의 20%는 모델의 최종 평가를 위한 테스트 세트로서 

모델 학습 전에 무작위적으로 선택되었고, 각 분류 기준 별 학습 세트와 

테스트 세트에 포함된 데이터의 개수는 Table 2-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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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Combinations of four machine learning models used in 

voting classifiers for each grouping method 

 Model combinations for votinga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inary     

RDKit_Sub ANN_PCA RF_PCA SVM_PCA XGB_LDA 

Morgan_Sub XGB_PCA SVM_LDA ANN_LDA SVM_PCA 

APC_Sub RF_PCA XGB_PCA ANN_LDA RF_LDA 

Descriptors AdaB_LDA XGB_LDA SVM_LDA SVM_PCA 

Ternary     

RDKit_Sub XGB_PCA SVM_PCA RF_PCA SVM_LDA 

Morgan_Sub SVM_PCA XGB_PCA RF_PCA SVM_LDA 

APC_Sub XGB_LDA SVM_LDA XGB_PCA RF_LDA 

Descriptors RF_PCA ANN_PCA XGB_PCA SVM_LDA 

Quaternary     

RDKit_Sub XGB_PCA RF_PCA SVM_LDA ANN_LDA 

Morgan_Sub AdaB_PCA RF_PCA SVM_PCA RF_LDA 

APC_Sub SVM_PCA ANN_PCA XGB_LDA RF_PCA 

Descriptors SVM_LDA ANN_LDA SVM_PCA RF_LDA 

a Names of the models are given in a form of ‘learning method_feature 

extraction method (or voting method in case of voting classif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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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The number of compounds in train and test sets for each 

grouping method 

Binary Compounds Ternary Compounds Quaternary Compounds 

A 

Train 388 
A 

Train 283 A1 
Train 100 

Test 25 

Test 71 A2 
Train 183 

Test 97 

Test 46 

B 
Train 105 

B 
Train 105 

Test 26 Test 26 

C 
Train 81 

C 
Train 81 

C 
Train 81 

Test 21 Test 21 Test 21 

 

학습 세트와 테스트 세트의 분할 시 ‘stratify’ 파라미터를 

적용하여서 각 세트에 포함된 데이터의 클래스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모델 학습 시 학습 세트에 대해 5겹 교차검증을 

실시하여 각 모델별 최적의 모델 매개변수 조합을 선택하였다. 모델의 

학습 및 검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하였다: 

(1) 최대-최소 정규화를 통한 특성 스케일링 

(2) 분산이 0.01 미만인 특성 제거 

(3) PCA 또는 LDA를 사용하여 차원 축소 

(4) 오버샘플링(SMOTE)을 통한 데이터 불균형 보정 

(5) 모델 학습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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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겹 교차검증 시 (1)~(5)의 과정은 각각의 iteration에 대해서 

구현되었다. 데이터 resampling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언더샘플링 

방법이 예측 성능을 더 많이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lagus et 

al.,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의 경우 독성이 있는 

클래스에서의 데이터 개수가 독성이 없는 클래스에 비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약 4.75배), 언더샘플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독성이 있는 

클래스에서의 데이터를 제거하게 되면 모델 학습에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될 것이라 판단하여 오버샘플링 방법인 SMOTE를 도입하였다.  

5겹 교차 검증 결과 검증 점수가 가장 높은 모델이 선택되었고 

선택된 모델을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와 독립적인 세트인 테스트 

세트에 적용하여 모델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였다. 각 분류 기준별로 

42개의 모델을 만들었고, 이들의 테스트 점수를 비교하여 분류 기준별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였다. 모델의 검증 및 평가 과정에서 모든 모델의 

성능은 F1 점수로 평가하였고, 각 분류 기준 별로 테스트 점수가 가장 

높은 최적 모델의 세부 성능을 오차 행렬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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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과 및 고찰 

모든 모델의 교차검증 점수와 테스트 점수는 Figure 2-9에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APC_Sub FP를 사용한 모델에서 성능이 가장 

뛰어났는데. binary, ternary 및 quaternary 모델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예측 모델은 모두 APC_Sub FP를 특성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각 

분류 방법에서 하드 투표 분류기, LDA를 사용한 XGB, 그리고 소프트 

투표 분류기가 가장 성능이 뛰어난 학습 기법이었으며 이들의 테스트 

점수는 각각 0.6635, 0.5083, 0.5217이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Morgan FP가 대체로 예측 성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Idakwo et al., 2018; Riniker & Landrum, 2013), 

Morgan FP는 분자의 크기나 형태를 구별하지 못하고, 특히 크기가 큰 

분자에서 구조 이성질체 간의 구조적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atom pair FP의 경우는 분자의 형태를 더 잘 인지하고 구조적인 

차이를 더 잘 구분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Capecchi, 

Probst, & Reymond, 2020), 본 연구에서 APC FP가 substructural 

FP와 결합되었을 때 가장 좋은 예측 성능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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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Cross-validation and test scores for each feature, learning 

method and grouping method. (*: The best-performing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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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특성 추출 방법(PCA, LDA)과 모델 학습 방법에 따른 

성능의 비교를 위해 특성 추출 방법 별 및 모델 학습 방법 별로 묶어 

교차 검증 점수와 테스트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우선 특성 추출 방법의 경우는 두 방법(PCA, LDA) 간에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igure 2-10).  

 

Figure 2-10. F1 scores of each grouping by feature extraction methods 

분류 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LDA를 사용하였을 때의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은 경우 PCA의 

성능이 더 좋을 수 있다(Martinez & Kak, 2001). 게다가 본 연구에서의 

데이터 분류는 최대 저해 정도와 IC50와 같은 연속적인 값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TPO 저해 데이터는 분류 

데이터이지만 데이터의 크기가 작고 선형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LDA의 성능이 PCA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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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성 추출 방법에 비해, 모델 학습 방법에 따른 독성 예측 

성능에는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었다(Figure 2-11). Binary, ternary, 

quaternary 모델 모두에서 투표 분류기를 사용하였을 때 성능이 

향상되었고, 특히 하드 투표 분류기를 사용하였을 때 ternary와 

quaternary 모델에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간단한 모델 학습 

방법인 RF, SVM, ANN 대비 약 16%, 15%, 14%의 성능 향상이 하드 

투표 분류기를 사용한 ternary 모델에서 관찰되었고, 약 15%, 13%, 

14%의 성능 향상이 하드 투표 분류기를 사용한 quaternary 모델에서 

나타났다. 모든 모델들 중에서 가장 낮은 예측 성능을 보인 것은 

AdaB였는데, binary, ternary 및 quaternary 모델에서 하드 투표 

분류기는 AdaB 대비 약 13%, 23% 및 31% 증가한 예측 성능을 

보였다. Rosenberg et al.의 선행 연구에서는 총 1519개 화합물의 실험 

데이터를 사용해 TPO저해 물질을 예측하는 binary 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Rosenberg et al., 2017). 선행 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하드 투표 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더 적은 수의 데이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 대비 비슷한 수준의 예측 성능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각 분류 방법 별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의 경우 F1 점수뿐만 

아니라 오차 행렬을 확인함으로써 자세한 분류 성능을 

비교하였다(Figure 2-12). Figure 2-12에서 각 셀의 진하기는 각 

클래스에 포함된 실제 데이터 개수 중 특정 클래스로 분류된 데이터의 

비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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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1. F1 scores of each grouping by learning methods 

 

 

Figure 2-12. Confusion matrices for the best performing models of 

each grou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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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점수로 평가하였을 때는 binary 모델의 F1 점수가 가장 

높았지만, 오차 행렬을 비교하였을 때 데이터 개수가 적은 클래스 C의 

데이터들은 ternary와 quaternary 모델에서 더 잘 분류되었다. Binary, 

ternary, quaternary 모델에서 예측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의 

specificity는 각각 0.3810, 0.5238, 0.6190이었다. 즉 데이터의 분류가 

세분화될수록 데이터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클래스에서의 예측 성능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IC50와 같이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독성 데이터를 사용하면 물질의 독성 강도를 더욱 세분화하여 예측할 수 

있으나 이러한 종류의 독성 데이터의 경우 양성 및 음성으로만 이루어진 

독성 데이터에 비해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앙상블 학습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적은 양의 IC50 데이터를 

사용한 다중분류 모델을 개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A1 

클래스와 A2 클래스를 구분하는 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IC50=10μM이 

TPO 저해 활성 강도를 나누는 적절한 기준인지에 대한 충분한 실험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분포와 개수를 

고려하여 10μM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지만, 저해 강도 측정 실험이나 

데이터 clustering 등을 이용하여 그룹핑 기준을 조절한다면 분류 

성능을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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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TPO 저해제의 활성 구조 분석  

3.1. 서론 

모델의 개발 및 적용과 더불어, 모델 학습에 사용된 물질들 중 강한 

TPO 저해 활성을 가진 물질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활성 구조를 

분석하였다. QSAR의 핵심 가정은 물질의 구조가 물질이 갖는 활성과 

정량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델 학습에 사용한 

substructural FP를 이용하여 강한 TPO 저해 물질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활성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분자 구조가 TPO의 저해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TPO를 저해하는 것으로 기존에 알려진 

물질로는 대표적으로 식품 내에 존재하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류의 

화합물 및 goitrin 등이 있으며 동물용 항생제의 일종인 

sulfamethoxazole 등의 arylamine류, 그리고 methimazole, 

propylthiouracil 등의 갑상샘 항진증 치료 약물 등이 있다(Boelaert, 

2009; Chandra, 2010; Doerge & Decker, 1994). 이러한 물질에서 

나타나는 구조는 phenol, thioamide, aromatic amine 등인데 본 

연구에서 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활성 구조에 이들 

구조가 포함되는지 확인하였고, 이들 구조 외에 나타나는 추가적인 활성 

구조들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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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방법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substructure의 빈도를 

quaternary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A1, A2, B, C 각 클래스별로 

계산하였다. Substructure의 빈도는 Jensen et al.의 substructure 

frequency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Jensen, Vind, 

Padkjær, Brockhoff, & Refsgaard, 2007). 각각의 클래스별 각 

substructure의 빈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했다: 

Substructure frequency of a fragment in class 𝑥 =  

𝑓𝑥
𝐶𝑥

⁄

𝑓
𝐶⁄

 =  
𝑓𝑥 × 𝐶

𝑓 × 𝐶𝑥
 

fx: the number of the fragment in class x; 

Cx: the number of compounds in class x; 

f: the number of the fragment in whole dataset; 

C: the number of compounds in whole dataset 

계산된 substructure의 빈도를 바탕으로 활성 구조를 정의하였다. 

활성 구조는 A1 클래스에서의 빈도가 1.2 이상이면서 동시에 C 클래스 

대비 A1 클래스에서의 빈도(A1/C frequency ratio)가 1.2배 이상인 

것으로 정의되었다. 즉 특정 substructure가 A1 클래스에서 나타나는 

빈도가 C 클래스에 비해 1.2배 이상인 경우 이를 활성 구조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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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과 및 고찰 

활성 구조 분석 결과 A1/C frequency ratio가 가장 높게 나타난 

활성 구조는 일차 방향족 아민류였다. 일차 방향족 아민 구조의 A1/C 

frequency ratio는 35.90으로 이는 일차 방향족 아민 구조가 C 

클래스에 비해 A1클래스에서 35.90배 더 빈번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방향족 아민류에 의한 TPO 저해 매커니즘은 Doerge et al.의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바 있다. 방향족 아민이 TPO의 보조인자로 

작용하는 iron-containing heme의 oxyferryl cation radical인 

Compound I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TPO가 체내 기질인 아이오딘과 

정상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저해하는 기전이 위 연구에서 

제안되었다(Doerge & Decker, 1994)(Figur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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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Thyroid peroxidase (TPO) inhibition mechanism of 

primary aromatic amine compounds. Adapted and modified from 

Scheme 2 in Doerge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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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함황구조(carbothioic S-ester, thioenolether, 

thiocyanate, sulfenic 유도체, carbodithioic ester, heterocyclic S 등)와 

phenol, (enol)ether 등 flavonoid 화합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 

substructure 및 vinylogous compound, heterocyclic N가 활성 구조로 

분석되었다(Table 3-1). 이러한 구조들 외에 (thio)phosphate 

substructure의 경우 A1 클래스에서의 frequency가 1.2보다는 

작았으나, A2 클래스에서의 frequency가 1.34로 높았고, C 클래스 대비 

A1 및 A2 클래스에서의 frequency가 각각 2.72 및 3.14배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활성 구조가 포함된 물질들 중 식품과 관련된 물질들의 

예시를 Table 3-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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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The names of active substructures and their 

corresponding A1/C frequency ratio 

Name of substructure A1/C frequency ratio 

Carbothioic S ester infinite 

1,2-Diphenol infinite 

Thioenolether infinite 

Heterocyclic N (basic H) infinite 

Primary aromatic amine 35.90 

Enolether 9.79 

Enol 8.16 

Sulfenic derivatives 8.16 

Phenol 4.45 

Vinylogous carbonyl or carboxyl derivatives 3.47 

Vinylogous acid 3.13 

Urethan 2.45 

Heterocyclic S 1.63 

Vinylogous ester 1.62 

Carbodithioic ester 1.41 

Ketone 1.36 

Thiocyanate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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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The examples of compounds in the highest activity group(group A1) shown with active 

substructures analyzed from substructure frequency analysis (depicted in red) 

Name of compounds Structures of compounds Purpose of use or distribution in nature References 

4,4’-

Methylenedianiline  

Food contact material (FDA, n.d.) 

Quercetin 

 

A flavonol in edible plants (e.g. onion) (Chandra, 2010) 

Genistein 

 

An isoflavone in edible plants (e.g. 

soybean) 

(Chandra, 2010) 

L-ascorbic acid 

 

Natural food substance; Food additive (FDA,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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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compounds Structures of compounds Purpose of use or distribution in nature References 

L-Tryptophan 

 

Natural food substance (amino acid) (FDA, n.d.) 

Indole 

 

Food additive (flavor)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States, n.d.) 

2-Mercaptobenzo-

thioazole  

Pesticide (US EPA, n.d.) 

Malathion 

 

Pesticide 

(European Commission,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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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합성향료 스크리닝에의 적용 

4.1. 서론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착향료란 식품에 향을 부여하거나 제조 공정 

중 손실되는 식품 본래의 향을 보강하기 위해 식품에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이다. 그러나 착향료는 적은 용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독성 시험을 거치지 않고 물질의 구조와 섭취 수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threshold of toxicological concern(TTC) 방법 등을 

이용해 사용 기준을 설정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TTC 방법은 

독성 자료가 없는 화합물의 화학 구조 및 섭취수준 등을 바탕으로 

등급을 설정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각 등급별로 노출 허용 수준을 

설정하여 섭취 수준과 비교함으로써 화합물의 위해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World Health & Joint, 2016).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The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JECFA)의 경우 화합물을 Cramer class에 따라 세 

등급으로 분류한 뒤 TTC 방법으로 착향료의 위해도를 평가하고 있다. 

Cramer class는 1978년 Cramer에 의해 제안된 화합물의 독성 잠재성 

평가 방법으로 Table 4-1와 같은 기준으로 화합물을 독성 잠재성에 

따라 세 단계로 분류한다(Cramer, Ford, & Hall,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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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A definition of each class in Cramer classification (Cramer 

et al., 1978) 

Cramer class Description 

Class I 
The substances with structures and related data 

suggesting a low order of oral toxicity 

Class II 

The substances that are less clearly innocuous 

than those of class I, but do not offer the basis 

either of the positive indication of toxicity or of the 

lack of knowledge characteristic of those in class 

III. 

Class III 

The substances that permit no strong initial 

presumption of safety, or that may even suggest 

significant tox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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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호르몬 대사를 저해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들은 다른 

독성물질과는 달리 저농도에서도 독성 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Vandenberg et al., 2012), 낮은 농도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endpoint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식품첨가물공전에 등록되어있는 합성 향료는 약 2000종 

이상으로, 모든 합성 향료에 대해 독성 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2장에서 개발한 예측모델을 합성 

향료에 적용하여 이들 중 강한 TPO 저해 물질을 스크리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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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 방법 

식품 첨가물공전에 등재된 합성 향료 2465종 중 염 및 혼합물을 

제외하고, EPA의 CompTox Chemistry Dashboard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있는 향료 1774종을 선정하여 2장에서 선택된 최적 예측 

모델을 적용하여 보았다. Binary 모델에서 A 클래스로, ternary 

모델에서 A 클래스로 그리고 quaternary 모델에서 A1 클래스로 

예측된 것을 강한 TPO 저해 활성이 있는 향료로 분류하였다.  모델에 

의해서 강한 TPO 저해 활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 향료들은 Toxtree 

소프트웨어에 입력하여 Cramer class를 분석하였고, 모델의 예측 

결과와 Cramer class를 비교한 뒤 모델의 예측 결과를 평가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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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과 및 고찰 

2장에서 선정된 최적 모델을 합성 향료 1774종에 적용한 결과 

1774종 중 22종에서 강한 TPO 저해 활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들 22종의 향료의 구조를 Toxtree 소프트웨어에 입력한 뒤 Cramer 

class를 예측하여보았고, 모델의 예측 결과와 Cramer class를 

비교하였다(Table 4-2). 

 

Table 4-2. Synthetic flavors found to be active in the prediction 

models and their corresponding Cramer classes. 

Name of compound Structure 

Cramer class 

I II III 

Indole 

 

  ✓ 

Pyrrole 

 

  ✓ 

Butyl anthranilate 

 

✓   

Linalyl anthranilate 

 

✓   

(+)-Cedr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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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compound Structure 

Cramer class 

I II III 

Geranyl tiglate 

 

✓   

Allyl Ionone 

 

✓   

Bis(2-methyl-3-

furyl)disulfide 
 

  ✓ 

(3aR)-(+)-Sclareolide 

 

  ✓ 

Maltol isobutyrate 

 

  ✓ 

Cedr-8(15)-en-4-ol 

 

✓   

2'-Aminoacetophenone 

 

✓   

Patchouli alcohol 

 

  ✓ 

Elemol 

 

  ✓ 

Dibenzyl disulfide 

 

  ✓ 



  50 

Name of compound Structure 

Cramer class 

I II III 

Difurfuryl disulfide 

 

  ✓ 

2-Furfurylthio-3-

methylpyrazine 
 

  ✓ 

Furfuryl-2-methyl-3-

furyl disulfide 
 

  ✓ 

8,8-diethoxy-2,6-

dimethyl-2-Octanol 
 

  ✓ 

Viridiflorol 

 

  ✓ 

Caryolan-1-ol 

 

  ✓ 

L-Methionylglyc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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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mer class 예측 결과, 22종 중 16종은 독성 잠재성이 가장 높은 

등급인 Class III로 분류되었지만 6종은 안전한 것으로 예상되는 등급인 

Class I으로 예측되었다. Class I으로 분류된 향료는 butyl anthraniliate, 

linalyl anthraniliate, geranyl tiglate, allyl ionone, cedr-8(15)-en-4-

ol 및 2’-aminoacetophenone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이들 중 세 종은 

aromatic amine substructure를 가진 aniline 화합물이었다는 점이다. 

Primary aromatic amine은 활성 구조 분석에서 A1/C frequency 

ratio가 35.90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 aromatic amine을 포함한 

aniline 화합물의 TPO 저해 기전도 선행 연구를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다(Doerge & Decker, 1994). Cramer class를 결정하는 결정 트리의 

문항 중 두 번째 문항은 물질의 독성을 증가시키는 작용기가 분자 내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작용기가 존재하는 경우 Class 

III로 분류되도록 트리의 가지가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작용기에는 

aliphatic secondary amine, cyano-, N-nitroso-, diazo-, triazo- 

또는 quaternary nitrogen이 있는데(Cramer et al., 1978), aromatic 

amine의 경우는 이러한 작용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 결과는 Cramer 결정 트리에서 aromatic amine이 

독성을 야기하는 작용기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들 

물질은 Class I으로 분류되긴 했으나 강한 TPO 저해 활성을 지닌 

물질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호르몬 교란 작용이 심각한 환경 및 

건강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최근의 기조를 고려하였을 때, 최신 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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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Cramer 결정 트리의 문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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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방법부터 복잡한 앙상블 방법까지 다양한 

머신 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TPO 저해 물질을 예측하는 binary, ternary 

및 quaternary 모델을 개발하였고 각 그룹핑 방법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예측 모델을 선정하여 합성 향료 1774종의 스크리닝에 

적용하여보았다. 

Binary, ternary 및 quaternary 모델에서 가장 성능이 높은 학습 

방법은 각각 hard voting, XGB(LDA 사용) 및 soft voting이었으며 이들 

모델의 테스트 점수(F1 점수)는 각각 0.6635, 0.5083 및 

0.5217이었다. 이들은 각 그룹핑 방법의 최적 모델로 선정되었고 

이들의 테스트 세트 예측 결과를 오차행렬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binary모델에서 테스트 세트의 F1 점수는 가장 높았으나 specificity는 

0.3810으로 데이터 개수가 작은 C 클래스에서의 분류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관찰되었고, 클래스가 ternary, quaternary 로 

세분화될수록 각각의 specificity가 0.5238, 0.6190으로 증가하여 C 

클래스에서의 분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모델 학습에 

사용된 특성의 종류별, 학습 방법별, 특성 추출 방법별로 예측 성능을 

비교하였다. 특성별로는 APC_Sub FP를 특성으로 사용한 모델들의 예측 

성능이 가장 좋았고 학습방법별로는 hard voting을 사용한 것이 가장 

성능이 뛰어났다. Hard voting 방법을 사용한 binary 모델들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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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의 경우 TPO 저해제 예측 모델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은 선행 연구 대비 더 작은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과 

비슷한 수준의 예측 성능을 나타냈다. 즉 하드 투표 분류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모델의 예측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성 추출 방법으로는 PCA와 LDA를 비교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분류 모델에서는 LDA를 사용하였을 때의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특성 추출 방법 간의 뚜렷한 성능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크기가 

작고 데이터가 선형(linear) 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들에서 가장 TPO 저해 활성이 높은 

그룹인 A1 클래스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활성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carbothioic S ester, thioenolether, sulfenic derivatives, 

heterocyclic S 등의 함황구조들 및 primary aromatic amine, 

heterocyclic N 등의 아민 구조가 활성 구조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enol, enolether, (1,2-di)phenol 등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에서 나타나는 

substructure도 활성 구조로 나타났다.  

학습된 모델 평가 결과 선정된 각 그룹핑 방법별 최적 예측 모델은 

국내에서 사용중인 합성 향료 2465종 중 1774종에 적용되었다. Binary 

모델에서 A 클래스로, ternary 모델에서 A 클래스로 그리고 

quaternary 모델에서 A1 클래스로 예측된 향료를 강한 TPO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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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을 지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합성 향료의 TPO 저해 활성 예측 

결과 1774종 중 22종이 강한 TPO 저해 활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 22종에 대해 화합물의 독성 잠재성 평가 방법인 

Cramer 결정 트리를 적용하여 이들의 Cramer class를 예측해보았다. 

22종 중 16종이 가장 독성 잠재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Class III로 

분류되었으나, 6종의 경우는 안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급인 Class I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Class I으로 분류된 6종의 합성 향료 중 3종은 

aniline 구조를 포함한 anthraniliate 화합물이었다. Aniline은 앞서 

상당히 강한 활성 구조로 분석되었던 primary aromatic amine 구조를 

포함하고, aniline 화합물의 TPO 저해 기전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모델의 예측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Cramer 결정 트리의 문항 중 독성 작용기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에서 제시된 독성 작용기 목록에 aromatic 

amine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머신 러닝을 이용하여 TPO 저해제를 

예측하는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앙상블 머신 러닝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모델의 예측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발된 모델을 합성 향료 1774종에 적용하여 보았으며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 중 강한 저해 효과를 지닌 물질에서 나타나는 활성 구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과 더불어 모델 학습 과정에서 

특성별 및 학습 기법별로 예측 성능을 비교한 분석 데이터는 향후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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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존재하는 위해물질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대체시험 방법의 

개발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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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many edible plants containing thyroid peroxidase 

(TPO) inhibitors such as onions, turnips, cauliflowers, and beverages 

like tea and coffee in nature. As TPO is a crucial enzyme in thyroid 

hormone synthesis, TPO inhibitors should be detected during food 

ingredient development process. Meanwhile, an importance of 3R 

(Reduction, Refinement, Replacement) principle has been emerging 

nowadays, machine-learning-based 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QSAR) is being widely appli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rug developments and toxicity predictions. In this study, therefore, 

the prediction models for TPO inhibitors using various machine-

learning methods were 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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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nstruct prediction models in Chapter 2, the TPO inhibition 

assay data of 587 chemicals were collected from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Chemistry Dashboard database and existing 

articles and categorized into two, three, or four groups, based on their 

max inhibition(%) and IC50 values. Topological and key-based 

fingerprints(FPs), and descriptors were calculated for each 

compound to be used as model features. Either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 or linear discriminant analysis(LDA) was introduced 

as feature extraction methods and their performances were 

compared. Various machine-learning strategies were employed, 

from simple methods to complicated ensemble methods to investigate 

if ensemble methods could improve the prediction performances, and 

as a result, hard-voting classifier remarkably improved the model 

performances in all grouping methods. The model performances were 

evaluated using F1 score, the harmonic mean of precision and recall. 

The best-performing models for each grouping method were 

selected based on their test scores. 

Along with the model development, typical substructures 

dominantly occurred in the most highly active compounds were 

analyzed using substructure frequency analysis method in Chapter 3. 

Substructures that occurred 1.2 times more frequently in class A1 

than in class C were defined as active substructures. These active 

substructures included primary aromatic amine, enol, enolether, 

phenol, vinylogous carbonyls, heterocyclic sulfur, heterocyc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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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ogen and so on. Furthermore, in Chapter 4, the best-predicting 

models selected in Chapter 2 were applied to synthetic flavors and 

22 out of 1774 agents appeared to have a strong inhibition potential 

towards TPO activities. Afterward, in order to assess the results of 

model application on synthetic flavors, these 22 agents were 

compared with their Cramer classes, a method to assess oral toxicity 

of chemical substances.  

The prediction models designed in this study and their application 

results could be utilized to develop alternative testing methods to 

rapidly detect hazardous substances in food componen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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