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query id list of null result from HHblits (hhsuite2.0) on SCOP 1.59 benchmark: 
d1be3k1  d1d6ri_  d1df9c_  d1jb0m_  d1jb0x_  d1tabi_  d2bbi__ 
 
The query id list of null result from HHblits (hhsuite2.0) on SCOPe 2.06 benchmark: 
d1ae7a_  d1df9c_  d1j8ea_  d1mkca_  d1p9ga_  d1t1ra3  d1wvra2  d2e74h_  d2hldq2  
d2mop1_  d2w9oa_  d3h31a_  d4ogqf_ d1ajja_  d1e9ta_  d1jb0i_  d1moxa4  d1pbia_  
d1tabi_  d1xtaa2  d2echa_  d2i9wa2  d2nota_  d2wjnh1  d3hipa_  d4ogqh_ d1apja_  
d1ezga_  d1jb0m_  d1mpza_  d1pi2a_  d1teja_  d1y75b_  d2f93b1  d2i9wa3  d2ot6a_  
d2x52a2  d3mywi_  d5hpga_ d1b0ya_  d1f5ya1  d1jb0x_  d1mvza_  d1q90n_  d1tejb_  
d1zavz1  d2fcwb1  d2ilni_  d2p8qb_  d2x52a3  d3nira_ d1bbia_  d1f81a_  d1k7ba1  
d1n7da7  d1rc9a2  d1tm6a_  d1zrua2  d2fcwb2  d2j8ch1  d2pspa1  d3a0hk_  d3s8gc_ 
d1be3k_  d1f8za_  d1k91a1  d1nb1a_  d1rgoa1  d1uhaa2  d2aiha_  d2fj8a1  d2j8dh1  
d2pspa2  d3a0hx_  d3wmn7_ d1bh4a_  d1fe5a_  d1k9ca1  d1nbja_  d1rgoa2  d1ulka3  
d2b97a_  d2fj8a2  d2jwma_  d2q5dd_  d3a38a_  d3wmna_ d1buna_  d1fwoa_  d1l2pa_  
d1oc0b_  d1rmra_  d1v9u5_  d2c4fl3  d2gtln2  d2k8fa_  d2uvoa2  d3c05a_  d3wu2i_ 
d1ct7a1  d1h2sb_  d1lqvc_  d1ozbi_  d1sopa_  d1vb8a_  d2ddba2  d2gvma_  d2kuxa_  
d2uvoa3  d3c05b_  d4aa7a1 d1d2la_  d1hhna1  d1m8ta_  d1p0sl2  d1ssla1  d1vq821  
d2dspb1  d2heyr2  d2lb7a_  d2uvoa4  d3da0a1  d4h0sa_ d1df6a_  d1iodg_  d1m9oa1  
d1p8ba_  d1sx1a_  d1wqjb1  d2e74f_  d2hh1h1  d2m0pa_  d2vgha_  d3e4ha_  d4il6m_ 
 
The query id list of null result from PSI-BLAST (ncbi-blast-2.7.1+) on SCOP 1.59 benchmark: 
d1aop_3  d1boea_  d1e3ha3  d1ewfa1  d1hi9a_  d1i31a_  d1jb0x_  d1thta_ d1bgf__  
d1dcea2  d1ehkc1  d1h6ga2  d1i26a_  d1jb0m_  d1keka2 
 
The query id list of null result from PSI-BLAST (ncbi-blast-2.7.1+) on SCOPe 2.06 benchmark: 
d1eyfa_  d1i5pa1  d1jvra_  d1mm0a_  d1q90l_  d1y29a_  d1zmec1  d2f5va2  d2quda1  
d2wdqd_  d3dind_  d3pvia_  d3wu2t_  d5c6na_ d1gtea1  d1jb0x_  d1lshb_  d1pd0a4  
d1xu6a1  d1z8ga2  d2cfqa_  d2g3ra2  d2vy4a1  d3a0hy_  d3j9tr1  d3s8gc_  d4jhta_  
g1sse.1 
 
The query id list of null result from JackHMMER (hmmer-3.1b2-linux-intel-x86_64) on SCOP 1.59 
benchmark: 
d12asa_  d1b78a_  d1cf9a1  d1dih_1  d1e8ca2  d1f00i3  d1fp2a1  d1gmxa_  d1hynp_  
d1j9la_  d1jw2a_  d1lrv__  d1qhxa_  d1wkt__ d153l__  d1b8ba_  d1cfb_2  d1dih_2  
d1e8qa_  d1f06a2  d1fp3a_  d1go5a_  d1hyoa1  d1jb0d_  d1jw3a_  d1mai__  d1qiua2  
d1xbra_ d16vpa_  d1b93a_  d1cfza_  d1din__  d1e8ra_  d1f08a_  d1fpoa1  d1goia3  
d1hyoa2  d1jb0i_  d1jw9b_  d1mgta2  d1qj8a_  d1xnaa_ d1a0i_1  d1b9ma1  d1cg2a1  
d1div_1  d1e8xa1  d1f0ia1  d1fpoa2  d1gosa2  d1hyp__  d1jb0k_  d1jwyb_  d1mhda_  
d1qjba_  d1ytfb1 d1a0p_1  d1bam__  d1cg2a2  d1div_2  d1e8xa4  d1f0ia2  d1fqta_  
d1gp1a_  d1hz4a_  d1jb0m_  d1jxha_  d1mjha_  d1qjka_  d1ytfc1 d1a12a_  d1bax__  
d1chd__  d1dj0a1  d1e9la2  d1f0ja_  d1fre__  d1gpc__  d1hzma_  d1jb0x_  d1jy1a1  
d1mkaa_  d1qjla_  d1ytfd2 d1a1va1  d1bb8__  d1chma1  d1dj0a2  d1e9ra_  d1f0ka_  
d1fsha_  d1gpja1  d1i0ra_  d1jb7a1  d1jy1a2  d1mkca_  d1qjva_  d1yua_1 d1a1w__  
d1bco_2  d1ci4a_  d1dj7a_  d1ea0a3  d1f0la1  d1fsz_2  d1gpja3  d1i19a1  d1jb7a3  



d1jy8a_  d1mkna_  d1qkra_  d1yua_2 d1a26_1  d1bd0a1  d1cjaa_  d1dj7b_  d1eara1  
d1f0la3  d1ft5a_  d1gpma3  d1i19a2  d1jb7b_  d1jyga_  d1mla_1  d1ql0a_  d1yuja_ 
d1a26_2  d1bd0a2  d1cjca1  d1dj8a_  d1eara2  d1f0xa1  d1ftra1  d1gpua1  d1i1ip_  
d1jbia_  d1jyoe_  d1mla_2  d1qlac_  d1zyma1 d1a34a_  d1bd3a_  d1cjca2  d1djna2  
d1eb6a_  d1f0xa2  d1ftra2  d1gpua2  d1i1ja_  d1jbja1  d1jz8a1  d1mli__  d1qled1  
d256ba_ d1a36a1  d1bf2_1  d1cjxa1  d1dk0a_  d1ebfa1  d1f13a2  d1fts_1  d1gpua3  
d1i1ra1  d1jbja2  d1jz8a2  d1mmsa2  d1qlma_  d2ahja_ d1a48__  d1bf2_2  d1cjxa2  
d1dkca_  d1ebfa2  d1f1sa2  d1fuia1  d1grj_1  d1i25a_  d1jbwa1  d1jz8a3  d1mola_  
d1qlwa_  d2ahjb_ d1a4ma_  d1bfd_1  d1cjya2  d1dkga1  d1ecea_  d1f1za1  d1fuia2  
d1gsa_1  d1i26a_  d1jbwa2  d1jz8a4  d1moq__  d1qmga1  d2arca_ d1a5t_1  d1bg6_1  
d1ck9a_  d1dkla_  d1ecma_  d1f1za2  d1fumc_  d1gsa_2  d1i27a_  d1jc4a_  d1jzta_  
d1mpga2  d1qmga2  d2bbg__ d1a62_1  d1bgf__  d1ckea_  d1dkra1  d1ecra_  d1f2va_  
d1fumd_  d1gsma2  d1i31a_  d1jcfa2  d1k0ia2  d1msk__  d1qmha1  d2bds__ d1a62_2  
d1bgk__  d1ckma1  d1dl0a_  d1ecsa_  d1f32a_  d1fvia1  d1gsoa1  d1i35a_  d1jcha2  
d1k1fa_  d1msla_  d1qmha2  d2bi6h1 d1a6ca1  d1bh9a_  d1ckma2  d1dl5a2  d1ed7a_  
d1f37a_  d1fvia2  d1gsoa2  d1i3ja_  d1jcla_  d1k1ga_  d1mspa_  d1qnta2  d2bn2a_ 
d1a6ca3  d1bh9b_  d1ckqa_  d1dlja1  d1edqa1  d1f3ua_  d1fvza_  d1gsoa3  d1i4wa_  
d1je5a_  d1k28a1  d1muga_  d1qo0d_  d2btva_ d1a6q__  d1bhga1  d1clia2  d1dlja3  
d1edqa3  d1f3va_  d1fw9a_  d1gtra1  d1i50c1  d1jeoa_  d1k28a2  d1mwpa_  d1qp8a2  
d2cbh__ d1a6s__  d1bhga2  d1clvi_  d1dmc__  d1ee8a_  d1f42a2  d1fx3a_  d1guqa1  
d1i50c2  d1jeqa1  d1k28d1  d1ner__  d1qq1a_  d2cbla1 d1a73a_  d1bhu__  d1cmba_  
d1dme__  d1eeja1  d1f42a3  d1fxka_  d1guxa_  d1i50h_  d1jeya_  d1k2fa_  d1nfn__  
d1qqea_  d2cbla2 d1a79a1  d1bia_2  d1co4a_  d1dmla1  d1eera_  d1f44a1  d1fxkc_  
d1guxb_  d1i50k_  d1jeyb_  d1k2yx3  d1nkl__  d1qqga1  d2cbla3 d1a79a2  d1bia_3  
d1cpo_1  d1dmla2  d1eerb1  d1f45b_  d1fxxa_  d1gvp__  d1i50l_  d1jfaa_  d1k2yx4  
d1nksa_  d1qqga2  d2cpga_ d1a7j__  d1bkds_  d1cpo_2  d1dmta_  d1eexa_  d1f46a_  
d1fxza1  d1gyfa_  d1i52a_  d1jfia_  d1k30a_  d1nsta_  d1qr0a1  d2dnja_ d1a8y_1  
d1ble__  d1cq3a_  d1dmua_  d1eexb_  d1f52a1  d1fy7a_  d1h54a1  d1i5na_  d1jfxa_  
d1k32a1  d1nuba2  d1qsaa1  d2dpma_ d1a8y_3  d1bm8__  d1cqqa_  d1dnv__  d1eexg_  
d1f52a2  d1fyea_  d1h54a2  d1i5pa1  d1jfza_  d1k32a3  d1nuka_  d1qsda_  d2eng__ 
d1a9xa1  d1bmlc1  d1crua_  d1dnya_  d1ef1c_  d1f53a_  d1fyhb2  d1h5pa_  d1i5pa2  
d1jg5a_  d1k3ia1  d1oaca4  d1qtma1  d2ezl__ d1a9xa2  d1bmta1  d1crza2  d1do8a1  
d1efdn_  d1f5ma_  d1fzra_  d1h5wa_  d1i6la_  d1jgsa_  d1k3ia3  d1ocrd1  d1qtsa1  
d2fmr__ d1aa7a_  d1bmv1_  d1ct5a_  d1do8a2  d1eg3a2  d1f5na1  d1g0da2  d1h67a_  
d1i6ve_  d1jh6a_  d1k3sa_  d1ocre_  d1qtsa2  d2foka1 d1abv__  d1bmv2_  d1cuk_1  
d1dosa_  d1eg7a_  d1f5na2  d1g0sa_  d1h6da2  d1i78a_  d1jhja_  d1k55a_  d1ocrf_  
d1qtwa_  d2foka2 d1acc__  d1bo1a_  d1cv8__  d1dp3a_  d1eg9a1  d1f5qb2  d1g12a_  
d1h6ga2  d1i8aa_  d1jhna1  d1k5ha1  d1ocrg1  d1qunb1  d2foka4 d1aco_2  d1boea_  
d1cvra1  d1dp7p_  d1eg9b_  d1f6da_  d1g13a_  d1h6ka1  d1i8na_  d1jhna2  d1k5ha2  
d1ocrh_  d1qunb2  d2gmfa_ d1adn__  d1boua_  d1cvra2  d1dpua_  d1egaa2  d1f6va_  
d1g1za_  d1h6ka2  d1i8ta2  d1ji8a_  d1k5ha3  d1ocri1  d1quqa_  d2hgsa1 d1adt_1  
d1boub_  d1cwpa_  d1dq3a1  d1eh9a1  d1f7ua3  d1g2913  d1h6ka3  d1i9ba_  d1jida_  
d1k5ja_  d1ocrj1  d1qusa_  d2hgsa3 d1adt_2  d1bowa_  d1cwva4  d1dq3a2  d1eh9a2  
d1f8ya_  d1g2914  d1h6la_  d1i9za_  d1jixa_  d1k6wa1  d1ocrk1  d1r2aa_  d2hp8__ 



d1adt_3  d1bqca_  d1cwva5  d1dqaa1  d1ehkb2  d1faea_  d1g2ia_  d1h6qa_  d1ia9a_  
d1jj22_  d1k6wa2  d1ocrl1  d1regx_  d2hrva_ d1ae9a_  d1bqv__  d1cxzb_  d1dqca_  
d1ehkc1  d1faza_  d1g2ra_  d1h70a_  d1iaza_  d1jj2b_  d1k6xa_  d1ocrm1  d1rl6a2  
d2naca2 d1af7_1  d1brz__  d1cy5a_  d1dqea_  d1ehs__  d1fbna_  d1g31a_  d1h72c1  
d1ib2a_  d1jj2e2  d1k75a_  d1om2a_  d1rlr_1  d2pola1 d1af7_2  d1btea_  d1cz4a1  
d1dqsa_  d1ei1a1  d1fc3a_  d1g3nc2  d1h7wa1  d1iba__  d1jj2o_  d1k7ca_  d1ospo_  
d1rlr_2  d2pola2 d1afra_  d1btka_  d1cz4a2  d1ds1a_  d1ei1a2  d1fcda1  d1g3p_2  
d1h80a_  d1ica__  d1jj2p_  d1k8kd1  d1otga_  d1rmd_1  d2pola3 d1agqa_  d1bu2a2  
d1d02a_  d1dt9a1  d1ei5a1  d1fcda2  d1g47a1  d1h8la1  d1icfi_  d1jj2q_  d1k8kd2  
d1p32a_  d1rmg__  d2por__ d1ail__  d1bu6o2  d1d0da_  d1dt9a3  d1ei5a2  d1fcda3  
d1g57a_  d1h8ma_  d1id1a_  d1jj2s_  d1k8ke_  d1p35a_  d1rpxa_  d2pth__ d1ak0__  
d1buoa_  d1d0qa_  d1dtdb_  d1eija_  d1fcqa_  d1g5aa1  d1h99a1  d1iexa1  d1jj2t_  
d1k8kf_  d1pda_1  d1sbp__  d2pvaa_ d1al01_  d1bvp11  d1d0va_  d1du2a_  d1eiwa_  
d1feha2  d1g5ga1  d1h99a2  d1iexa2  d1jj2u_  d1k8kg_  d1pdkb_  d1seta1  d2sici_ 
d1aln_1  d1bvqa_  d1d2ta_  d1dv1a1  d1eiya1  d1feua_  d1g5ha1  d1h9db_  d1ifqa_  
d1jj2v_  d1k8ta_  d1pdo__  d1seta2  d2sli_1 d1aln_2  d1bvsa1  d1d2za_  d1dv1a2  
d1ej0a_  d1fexa_  d1g5va_  d1h9ea_  d1igna2  d1jj2w_  d1k8wa1  d1pfo__  d1sknp_  
d2stv__ d1am2__  d1bw3__  d1d2zb_  d1dv5a_  d1ej5a_  d1feza_  d1g6ea_  d1ha8a_  
d1igra3  d1jj2x_  d1k8wa2  d1pfsa_  d1soxa1  d2tct_2 d1am7a_  d1bwza1  d1d3ya_  
d1dvba1  d1ejea_  d1ffgb_  d1g6oa_  d1hava_  d1ih8a_  d1jj2z_  d1k92a2  d1pgs_1  
d1soxa3  d2uaga2 d1amx__  d1bwza2  d1d4ua1  d1dvka_  d1ek9a_  d1fftb2  d1g71a_  
d1hc7a2  d1ihna_  d1jjcb1  d1kafa_  d1pgs_2  d1stma_  d3eipa_ d1ans__  d1bxea_  
d1d5ra1  d1dvoa_  d1ekqa_  d1fgja_  d1g7da_  d1hc7a3  d1ihra_  d1jjcb2  d1kbha_  
d1phm_1  d1sur__  d3fapb_ d1aoca_  d1bxm__  d1d5ta1  d1dw9a1  d1ekra_  d1fgua1  
d1g7oa1  d1hcia1  d1ii7a_  d1jjcb3  d1kc6a_  d1phm_2  d1svb_1  d3inkc_ d1aol__  
d1bxya_  d1d5ta2  d1dw9a2  d1ekta_  d1fgua2  d1g7sa1  d1hcia4  d1iiba_  d1jjcb5  
d1kcfa1  d1phza1  d1svb_2  d3mag__ d1aop_1  d1by2__  d1d5ya3  d1dwna_  d1el6a_  
d1fh6a_  d1g7sa2  d1hcna_  d1iiea_  d1jjcb6  d1kcfa2  d1pmi__  d1t7pa1  d3prn__ 
d1aop_2  d1byi__  d1d6ga_  d1dyoa_  d1el8a2  d1fhoa_  d1g7sa3  d1hd8a1  d1iioa_  
d1jjda_  d1kdxa_  d1poc__  d1tbaa_  d3proc2 d1aop_3  d1byra_  d1d7ca_  d1dzla_  
d1enwa_  d1fi2a_  d1g8la1  d1hdoa_  d1iira_  d1jkea_  d1keka1  d1poia_  d1tbd__  
d3pvia_ d1aop_4  d1c02a_  d1d7ya3  d1e0fi_  d1eo0a_  d1fi4a1  d1g8la2  d1hdr__  
d1ijaa_  d1jkgb_  d1keka2  d1poib_  d1tc3c_  d3pyp__ d1apj__  d1c0ma1  d1d8ba_  
d1e0na_  d1eo1a_  d1fi4a2  d1g8la3  d1heka_  d1ijqa1  d1jkw_1  d1keka3  d1prea1  
d1tca__  d3stda_ d1aqt_1  d1c0va_  d1d8ca_  d1e1aa_  d1eova1  d1fiua_  d1g8pa_  
d1hf2a2  d1ik9a1  d1jkw_2  d1keka4  d1prta_  d1tdj_2  d3tss_1 d1arb__  d1c17m_  
d1d8ia_  d1e2aa_  d1eq6a_  d1fiy__  d1g8qa_  d1hh8a_  d1ikpa1  d1jli__  d1keza_  
d1prtd_  d1tdj_3  d3vub__ d1ast__  d1c1ka_  d1d8ja_  d1e2ka_  d1eqja1  d1fjgb_  
d1g93a_  d1hhsa_  d1ikpa3  d1jmaa_  d1khba1  d1psda3  d1tf6a6  d4cpai_ d1at0__  
d1c1yb_  d1d8wa_  d1e2ta_  d1eqja2  d1fjgc1  d1g99a1  d1hi9a_  d1im3d_  d1jmab2  
d1khba2  d1qasa3  d1tfr_1  d4kbpa1 d1aua_1  d1c2pa_  d1daba_  d1e2ua_  d1es7b_  
d1fjgc2  d1g99a2  d1hjra_  d1im8a_  d1jmva_  d1khca_  d1qaxa1  d1thta_  d4kbpa2 
d1aua_2  d1c39a_  d1dar_1  d1e32a1  d1esma_  d1fjgj_  d1g9pa_  d1hlga_  d1imt_1  
d1jnra3  d1kkea1  d1qaza_  d1tiid_  d5csma_ d1auua_  d1c3ga1  d1dar_4  d1e32a3  



d1eswa_  d1fjgk_  d1ga3a_  d1hlva2  d1imt_2  d1jnxx1  d1kkea2  d1qba_1  d1tiu__  
d5eau_1 d1auva1  d1c3ga2  d1dbga_  d1e3ha1  d1etea_  d1fjgn_  d1ga6a_  d1hmca_  
d1imua_  d1jnxx2  d1klqa_  d1qba_2  d1tl2a_  d5eau_2 d1auva2  d1c3pa_  d1dbxa_  
d1e3ha2  d1euaa_  d1fjgp_  d1ga8a_  d1hnna_  d1inla_  d1joya_  d1knca_  d1qba_4  
d1tocr1  d7reqb2 d1av4_2  d1c3za_  d1dc1a_  d1e3ha3  d1eula_  d1fjgt_  d1gaka_  
d1ho1a_  d1ip9a_  d1jpya_  d1knya_  d1qcza_  d1tola2  g1avo.1 d1avaa1  d1c4ea_  
d1dcea2  d1e3ha5  d1eut_1  d1fjra_  d1gc5a_  d1ho8a_  d1iq0a3  d1jr2a_  d1knza_  
d1qd1a1  d1tpg_2  g1aw8.1 d1avgi_  d1c4ka2  d1dcpa_  d1e3ha6  d1euva_  d1fkma1  
d1gcca_  d1hoe__  d1iqpa1  d1jr3a1  d1kpsb_  d1qd1a2  d1tsg__  g1h6w.1 d1avpa_  
d1c4ka3  d1dcqa2  d1e42a1  d1ev0a_  d1fkma2  d1gcua2  d1hq0a_  d1irqa_  d1jr3d1  
d1kpta_  d1qdma1  d1tul__  g1jmu.1 d1avqa_  d1c4ra_  d1dd9a_  d1e44b_  d1ev7a_  
d1flca1  d1gd8a_  d1hrua_  d1itpa_  d1jr5a_  d1kq4a_  d1qexa_  d1tyfa_  g1kve.1 
d1ax8__  d1c4za_  d1ddca_  d1e4ft1  d1evya1  d1flca2  d1gdta1  d1hs6a1  d1ixh__  
d1jr7a_  d1kq5a_  d1qf6a2  d1uby__  g1pnb.1 d1az9_1  d1c5ea_  d1de4c1  d1e4ft2  
d1ewfa2  d1flma_  d1gg1a_  d1hs6a2  d1ixma_  d1jr8a_  d1ks9a1  d1qf6a3  d1uox_1  
g1pya.1 d1azo__  d1c8ba_  d1dec__  d1e53a_  d1ewia_  d1floa1  d1gg4a1  d1hs7a_  
d1j77a_  d1jrma_  d1ktzb_  d1qf6a4  d1uox_2  g1qd6.1 d1b0na1  d1c8ua2  d1deka_  
d1e54a_  d1ewna_  d1floa2  d1gh7a1  d1htp__  d1j78a3  d1js3a_  d1kwha_  d1qfea_  
d1ush_1  g2bi6.2 d1b0nb1  d1c8za_  d1dfaa1  d1e5da2  d1ewsa_  d1fm0d_  d1gh7a3  
d1htya_  d1j79a_  d1js8a2  d1lam_1  d1qfma1  d1ush_2 d1b24a1  d1c9la2  d1dfaa3  
d1e5qa1  d1ewwa_  d1fm0e_  d1gh9a_  d1hu3a_  d1j7la_  d1jsba_  d1lam_2  d1qfma2  
d1vcbc_ d1b33n_  d1ca1_2  d1dfca2  d1e5qa2  d1ex2a_  d1fmta1  d1ghha_  d1hula_  
d1j7na1  d1jtgb_  d1lba__  d1qfta_  d1vcc__ d1b35a_  d1cb8a2  d1dfea_  d1e5sa_  
d1exh__  d1fmya_  d1gjwa1  d1huxa_  d1j7na2  d1ju3a2  d1lbea_  d1qg8a_  d1vgh__ 
d1b3qa1  d1cbf__  d1dfma_  d1e5xa_  d1eyba_  d1fn9a_  d1gk2a_  d1hw1a1  d1j7vr1  
d1jv2a1  d1lbu_1  d1qgoa_  d1vhh__ d1b5ta_  d1cbua_  d1dfna_  d1e68a_  d1eyqa_  
d1fnma4  d1gkub2  d1hw1a2  d1j7vr2  d1jv2a2  d1lbu_2  d1qgta_  d1vib__ d1b66a_  
d1cby__  d1dfup_  d1e6ca_  d1eyza2  d1fnna1  d1gl3a1  d1hw7a_  d1j83a_  d1jv2a3  
d1lkta_  d1qh5a_  d1vid__ d1b6ra1  d1ccwb_  d1dgna_  d1e6fa_  d1ezfa_  d1fo8a_  
d1gl4a1  d1hx6a1  d1j8ra_  d1jv2a4  d1lml__  d1qhda1  d1vie__ d1b6ra2  d1cem__  
d1dgsa2  d1e79h1  d1ezga_  d1foea2  d1gln_1  d1hx6a2  d1j8wb_  d1jv2b2  d1lox_2  
d1qhda2  d1vmoa_ d1b74a1  d1cex__  d1dgtb3  d1e79i_  d1ezvb2  d1foha3  d1gmma_  
d1hy9a_  d1j97a_  d1jv2b3  d1lpba2  d1qhka_  d1vns__ d1b74a2  d1ceza_  d1dhs__  
d1e7la2  d1f00i2  d1foha4  d1gmua1  d1hyka_  d1j9ba_  d1jvr__  d1lre__  d1qhla_  
d1vpu__ 
 
The query id list of null result from JackHMMER (hmmer-3.1b2-linux-intel-x86_64) on SCOPe 
2.06 benchmark: 
d16vpa_  d1ehsa_  d1ib8a1  d1kzyc2  d1olza3  d1rr7a_  d1u3em2  d1w7ja1  d1ze3h_  
d2d2sa1  d2gp4a2  d2nn6i1  d2r7da1  d3gv5b2 d1a0ia1  d1ei5a2  d1ib8a2  d1l1la_  
d1om2a_  d1rsoa_  d1u5ka1  d1w8ia_  d1zela1  d2d6ya2  d2gqba1  d2nn6i2  d2rdea1  
d3h90a1 d1a12a_  d1el6a_  d1ifqa1  d1l2ma_  d1omza_  d1rsob_  d1u5ma1  d1w8oa1  
d1zgma2  d2d7la1  d2grga1  d2np3a2  d2rdea2  d3iam12 d1a5ta1  d1em8b_  d1igna2  
d1l2pa_  d1onwa2  d1rwra_  d1u5tb1  d1w98b1  d1zhva1  d2db7a1  d2gsva1  d2np5a2  



d2rh3a1  d3iam13 d1a62a1  d1etea_  d1iiba_  d1l2wi_  d1op4a_  d1rwua_  d1u5ua_  
d1w9ha3  d1zhva2  d2dbsa1  d2gu3a1  d2nqra1  d2rnrb_  d3iam2_ d1a6ca1  d1ev0a_  
d1iiea_  d1l3la2  d1oq1a1  d1ryla_  d1u78a2  d1wc2a1  d1zhxa2  d2ddza1  d2gu3a2  
d2nr5a1  d2uyoa_  d3iam5_ d1a6ca3  d1ev7a_  d1iioa1  d1l3wa5  d1or4a_  d1rz4a1  
d1u7la_  d1wd3a1  d1zkea1  d2df7a1  d2guja1  d2nrac2  d2v7fa1  d3iam7_ d1a73a_  
d1ewsa_  d1ik9a1  d1l3ya1  d1orua_  d1s12a_  d1u84a_  d1wdka2  d1zlhb1  d2diia1  
d2guka1  d2ns0a1  d2v89a2  d3ibva_ d1abva_  d1exha_  d1ikpa3  d1l5aa1  d1otra_  
d1s1da_  d1u8sa2  d1weqa1  d1zpsa1  d2dira1  d2guma1  d2nsfa1  d2v9va2  d3ijta1 
d1adua1  d1eyfa_  d1in0a1  d1l5ja1  d1ow1a_  d1s28a1  d1u8va1  d1weya1  d1zrua2  
d2dk4a1  d2gvia2  d2nt0a1  d2vfra1  d3irba_ d1adua2  d1ezga_  d1in0a2  d1lbua1  
d1oxja2  d1s2xa1  d1u8va2  d1wf6a1  d1ztda1  d2dk8a1  d2gxfa1  d2nt0a2  d2vgna1  
d3ivva1 d1adua3  d1f06a2  d1ip9a1  d1lbua2  d1p0ya1  d1s3aa1  d1u97a_  d1wfxa_  
d1ztpa1  d2dlba1  d2gysa3  d2ntka2  d2vgxa1  d3j9tr1 d1af7a1  d1f0la1  d1ipaa2  
d1lc0a2  d1p16a1  d1s4ka1  d1uapa1  d1wgoa1  d1zu1a2  d2dp9a2  d2gzsa_  d2nvwa2  
d2vnud2  d3jxpa1 d1af7a2  d1f0la3  d1iq0a3  d1lfwa2  d1p35a_  d1s4na_  d1uf2a_  
d1wgra1  d1zunb2  d2dsya1  d2h1ca1  d2nwaa1  d2voua2  d3kdfb_ d1am7a_  d1f0xa2  
d1iq8a4  d1lkta_  d1p4ea2  d1s7ia1  d1uf2c1  d1whua1  d1zupa1  d2dt5a1  d2h1ta1  
d2nwba1  d2vrda1  d3kg2a3 d1ansa_  d1f32a_  d1iqoa_  d1ll8a1  d1p5dx3  d1s7ma_  
d1uf2c2  d1wiba1  d1zvpa1  d2dt5a2  d2h5na1  d2nwia1  d2vv5a1  d3lida1 d1aoca_  
d1f44a1  d1ir6a_  d1lmia1  d1p5dx4  d1s99a_  d1ufia1  d1wiga2  d1zx3a1  d2dula1  
d2h7aa1  d2nwta1  d2vv5a2  d3llpa2 d1aqta1  d1f45b_  d1irqa_  d1lnsa1  d1p5vb_  
d1sa3a_  d1ug7a1  d1wiia1  d1zy9a1  d2dwka_  d2h8ea_  d2nx2a1  d2vy4a1  d3lqca_ 
d1at0a_  d1f5qb2  d1iu4a_  d1lpba2  d1p94a_  d1sbpa_  d1ug8a1  d1wima1  d1zyla1  
d2e1ba1  d2heqa1  d2nxfa1  d2vzsa2  d3m31a1 d1b0na1  d1f6va1  d1iuqa1  d1lpva_  
d1pb5a_  d1seda_  d1ugja1  d1wina1  d1zyma1  d2e7ga1  d2heyr2  d2nzca1  d2vzsa3  
d3m7va1 d1b24a1  d1f7ua3  d1ivsa1  d1lqla_  d1pbua_  d1sfsa_  d1ugla_  d1wjpa2  
d2a29a_  d2e9xb1  d2hfqa1  d2nzwa1  d2wdqd_  d3mkua_ d1b35a_  d1fc6a4  d1iw4a_  
d1lr0a1  d1pc6a_  d1sg7a1  d1ui5a2  d1wjva1  d2a2pa1  d2e9xb2  d2hfva1  d2o34a1  
d2x1ya1  d3nuhb2 d1bama_  d1fcda2  d1iwga3  d1lsha2  d1pd0a1  d1shyb1  d1uila1  
d1wjwa1  d2a4ha1  d2e9xc1  d2hg4a5  d2o3bb2  d2x5oa3  d3o0gd_ d1bb8a_  d1fexa_  
d1iwga4  d1lsha3  d1pd0a4  d1slqa_  d1uj8a1  d1wkta_  d2a5yb2  d2e9xc2  d2hg6a1  
d2o3fa1  d2xhna1  d3o7ya3 d1bbga_  d1fftb2  d1iwga6  d1lshb_  d1pd3a_  d1so9a_  
d1ulva2  d1wlfa1  d2a5yb3  d2ebfx1  d2hg7a1  d2o3ia1  d2xhna3  d3p3ca1 d1bcoa2  
d1fjra_  d1ixca1  d1ltqa1  d1peqa1  d1sp3a_  d1ulva3  d1wlga_  d2a5za1  d2ebfx2  
d2hgka1  d2o62a1  d2xwsa1  d3p3ca2 d1bdsa_  d1fkma1  d1ixca2  d1luaa2  d1pgya_  
d1sqha_  d1unnc1  d1wlqc_  d2a65a1  d2ebfx3  d2hh8a1  d2o62a2  d2xzga1  d3pgsa1 
d1bf2a2  d1fkma2  d1ixma_  d1lv3a_  d1pj5a3  d1sqra_  d1uoya_  d1wmda1  d2a73b6  
d2efva1  d2hi6a1  d2o9xa1  d2y8ya2  d3pmsa1 d1bgka_  d1flca1  d1iyca_  d1lvaa3  
d1pm4a_  d1sqwa1  d1upsa2  d1wmhb_  d2a8ea1  d2erfa_  d2hi7b1  d2oa5a2  
d2ypoa_  d3pmsa2 d1bh9a_  d1fn9a_  d1izma_  d1lw7a2  d1pmia_  d1sr8a_  d1uqta_  
d1wmia1  d2a9sa1  d2es4d1  d2hiqa_  d2oara1  d2yrba1  d3proc2 d1bh9b_  d1fnoa3  
d1j0ta_  d1lwba_  d1pmma_  d1sr9a1  d1urja_  d1wnaa_  d2a9ua1  d2et1a_  d2hiya1  
d2obba1  d2yvea2  d3pvia_ d1bhua_  d1fo8a_  d1j3wa_  d1m1la_  d1pn0a3  d1sr9a3  
d1us7b_  d1wpba_  d2aega1  d2etda1  d2hjqa1  d2od0a1  d2ze6a_  d3q0wa2 d1bi6h1  



d1fpoa2  d1j6ra1  d1m1xb3  d1poca_  d1srqa_  d1usub_  d1wtea_  d2ahme1  d2ex3b1  
d2hkja2  d2od5a1  d2zgya2  d3r4da1 d1bvsa1  d1ft5a_  d1j83a_  d1m5ya1  d1poib_  
d1ss3a_  d1utya_  d1wv3a1  d2aj7a1  d2ey4c1  d2hkua2  d2odfa1  d2zxda1  d3rkpa2 
d1by2a_  d1fvia2  d1j8ra_  d1m65a_  d1ps9a2  d1ss4a1  d1uura1  d1wv3a2  d2ajaa1  
d2eyqa6  d2hpua1  d2odka1  d2zxeb2  d3rlff1 d1byia_  d1fxkc_  d1jb0k_  d1m6ia3  
d1pu1a_  d1sxjc1  d1uura2  d1wvka1  d2akla2  d2ezla_  d2hq4a1  d2oeza1  d3a0hy_  
d3rzna_ d1c17m_  d1fyea_  d1jb0m_  d1m9sa3  d1pv5a_  d1sxjd1  d1uv7a_  d1wyza1  
d2al6a1  d2f09a1  d2hqta1  d2oi8a2  d3a6ra_  d3s8gc_ d1c1ka_  d1g12a_  d1jb0x_  
d1mbma_  d1pv9a1  d1sxje1  d1uvja_  d1x6aa2  d2anea1  d2f23a1  d2hqva1  d2oj6a1  
d3a77a_  d3sj5a_ d1c4ka3  d1g1pa_  d1jb7a3  d1mg7a1  d1pw4a1  d1syxb_  d1uw0a_  
d1x6ma1  d2anua1  d2f2ab1  d2hqya2  d2oqma1  d3abza3  d3sm4a_ d1c8ba_  d1g2ra_  
d1jb7b_  d1mg7a2  d1pzqa1  d1sz2a2  d1ux6a2  d1x7fa1  d2ap3a1  d2f2ha1  d2hs5a2  
d2ou3a1  d3ag3d_  d3sxua_ d1c9ka_  d1g31a_  d1jbia_  d1mgta2  d1pzwa_  d1szha1  
d1uxoa_  d1x9ba_  d2apla1  d2f5tx1  d2hsxa_  d2ou6a1  d3ag3e_  d3tewa1 d1cb8a2  
d1g3nc2  d1je5a_  d1mkca_  d1q15a2  d1szia_  d1uyja_  d1x9na1  d2arha1  d2f5va2  
d2hu7a1  d2outa2  d3ag3g_  d3u1ua_ d1cbha_  d1g5ga1  d1jeqa1  d1mkfa_  d1q2ha_  
d1szqa_  d1uynx_  d1x9na2  d2atza1  d2f62a2  d2hw4a1  d2ox6a1  d3ag3h_  d3ugja1 
d1ccwb_  d1g7sa3  d1jeyb2  d1mlaa2  d1q2la1  d1szwa_  d1v0da_  d1x9na3  d2auaa1  
d2f77x_  d2i06a_  d2oy9a1  d3ag3i_  d3ugja5 d1ci4a_  d1g8pa_  d1jh6a_  d1mm0a_  
d1q2la2  d1t0ba_  d1v0wa1  d1x9za_  d2auwa1  d2f9wa2  d2i0ka1  d2ozza1  d3ag3j_  
d3vgda3 d1cixa_  d1gaka_  d1jhna4  d1mp1a1  d1q2la3  d1t0fa1  d1v1ha1  d1xb4a1  
d2auwa2  d2fb5a1  d2i15a1  d2p0ta1  d3ag3l_  d3vpda1 d1cjaa_  d1gcca_  d1jjcb1  
d1mpga2  d1q5za_  d1t1ea2  d1v2ya1  d1xg8a1  d2azea1  d2fbqa2  d2i1sa1  d2p12a1  
d3b5ha2  d3wjta_ d1cjya2  d1gdta1  d1jjcb2  d1mswd_  d1q67a_  d1t1ja1  d1v4aa1  
d1xg9a4  d2azeb1  d2fcla1  d2i5ea1  d2p2ea1  d3b7ca1  d3wu2i_ d1ckqa_  d1gh5a_  
d1jjcb5  d1n12a_  d1q7ha2  d1t2wa_  d1v4aa2  d1xhba2  d2b1ea_  d2fd5a2  d2i5ha1  
d2p3pa1  d3bb0a_  d3wu2t_ d1clvi_  d1gjwa1  d1jjcb6  d1n26a2  d1q88a_  d1t2ya_  
d1v5ra1  d1xhna1  d2b1ya1  d2fd6u1  d2i5ia1  d2p4oa1  d3bp3a_  d3zboa1 d1crua_  
d1gl4a1  d1jjda_  d1n6za_  d1q8ca_  d1t33a2  d1v65a1  d1xi7a_  d2b2ma1  d2fdoa1  
d2i6ha1  d2p5zx1  d3brda2  d3ziwa1 d1ct5a_  d1gpja3  d1jlia_  d1n7va_  d1q8da_  
d1t3ka_  d1v66a_  d1xjva2  d2b4va1  d2fefa1  d2i71a1  d2p5zx2  d3bw6a1  d4ac9a3 
d1ct7a1  d1gsaa1  d1jnda2  d1n81a_  d1q90l_  d1t4wa_  d1v74b_  d1xkpa1  d2b5ea2  
d2ff4a2  d2i76a1  d2p5zx3  d3bz6a1  d4akma_ d1cvra2  d1gtea1  d1jnra3  d1n93x_  
d1q90m_  d1t62a1  d1v7wa1  d1xkpb1  d2b5la1  d2ffga1  d2i76a2  d2p6ra1  d3bz6a2  
d4dv8a2 d1cwva4  d1gvna_  d1jova_  d1na6a1  d1q9ja2  d1t6la1  d1v7wa2  d1xksa_  
d2b5la3  d2ffsa1  d2i7xa1  d2p7ia_  d3bzka1  d4ekfa_ d1cwva5  d1gvpa_  d1jpya_  
d1na6a2  d1qaza_  d1t6la2  d1v7za_  d1xm7a1  d2b5la4  d2ffta1  d2i9wa2  d2p8ta2  
d3bzka2  d4fasa_ d1cz4a1  d1gyta1  d1jr2a_  d1neia_  d1qbaa2  d1t6sa1  d1v8da_  
d1xmxa1  d2b5lc_  d2fgea1  d2ia1a1  d2p90a1  d3bzka3  d4fw1a2 d1cz4a2  d1gz0a2  
d1jr3a1  d1nh1a_  d1qbaa4  d1t6sa2  d1v9ma_  d1xo8a_  d2b78a1  d2fgea2  d2ia7a1  
d2p97a1  d3bzka5  d4g1ma3 d1d02a_  d1h2ia_  d1jr3d1  d1ni5a3  d1qd1a1  d1t98a2  
d1va6a_  d1xoua_  d2basa1  d2fgea3  d2iafa1  d2paga1  d3c07a2  d4g1ma4 d1d0da_  
d1h30a2  d1jvaa3  d1ni5a4  d1qexa_  d1tbaa_  d1vcca_  d1xoya1  d2basa2  d2fgga1  
d2icha1  d2pbea1  d3c0na1  d4gs7b1 d1d2ta_  d1h54a1  d1jvra_  d1niga_  d1qhda2  



d1tc3c_  d1vcla3  d1xp2b1  d2baya_  d2fgqx_  d2id3a2  d2pbea2  d3c8ya2  d4i0ua2 
d1d3ya_  d1h54a2  d1jw3a_  d1nija1  d1qjka_  d1tc5a1  d1vfia1  d1xqba_  d2bh1x1  
d2fh5a1  d2idba2  d2pd1a1  d3c96a2  d4il6e_ d1d5ra1  d1h5wa_  d1jyha_  d1nija2  
d1qjla_  d1td6a_  d1vg0a2  d1xr4a1  d2bhua2  d2fhfa2  d2ieaa1  d2pgca1  d3c9fa2  
d4il6h_ d1d5ya3  d1h6da2  d1jyoe_  d1njra_  d1qmha1  d1tdja2  d1vh4a_  d1xrsb2  
d2bm8a1  d2fhfa3  d2iela1  d2phcb2  d3ci0k2  d4il6j_ d1d6ga_  d1h6ka2  d1k0ia2  
d1nnva_  d1qmha2  d1tdja3  d1vi7a2  d1xu6a1  d2bnma2  d2fhfa4  d2if6a1  d2phna_  
d3ci0k3  d4il6l_ d1d8ba_  d1h6wa1  d1k1fa_  d1no1a1  d1qp8a2  d1tdpa_  d1viba_  
d1xv2a_  d2bo4a1  d2fi0a1  d2ih2a2  d2piha1  d3cj1a1  d4il6o_ d1d8ia_  d1h80a_  
d1k1xa1  d1no7a_  d1qr0a1  d1thta_  d1vj7a1  d1xvha3  d2bs2c_  d2fiqa1  d2im9a1  
d2pjua1  d3cj1a2  d4il6z_ d1dc1a_  d1h99a1  d1k1xa2  d1nofa1  d1qw2a1  d1ti6b1  
d1vjna1  d1xy7a_  d2btva_  d2fiya1  d2imja1  d2pkgc1  d3ckca_  d4ipca1 d1dcea2  
d1h99a2  d1k28a1  d1nofa2  d1qwya_  d1tjla1  d1vk0a1  d1xzpa1  d2bw3a1  d2fml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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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c42a4  d2fsja1  d2ioja1  d2psba1  d3cptb_  d4oq9a_ d1dhsa_  d1hi9a_  d1k3ra2  
d1nuia2  d1r4xa2  d1tm9a_  d1vkfa_  d1y5oa1  d2c7na1  d2fsua1  d2ipqx1  d2psoa1  
d3cu3a1  d4ou0a_ d1dkga1  d1hjra_  d1k3sa_  d1nvmb1  d1r5sa1  d1tocr1  d1vkha1  
d1y6kr2  d2c9aa2  d2ft1a1  d2iqia1  d2pu9a_  d3cu7ad  d4pk9a_ d1dl0a_  d1hk8a_  
d1k4na1  d1nvmb2  d1r71a_  d1tola2  d1vkma1  d1y7ea2  d2caya1  d2ftra1  d2itba1  
d2pu9b_  d3cx5b2  d4pqda_ d1dl5a2  d1hlva2  d1k4ta1  d1nxha_  d1r7aa1  d1tpga2  
d1vmoa_  d1y88a1  d2cbia1  d2ftxa1  d2iuwa1  d2pw4a_  d3d85d2  d4qbba_ d1dmla2  
d1hn0a1  d1k6ka_  d1nzea_  d1r7ma1  d1tqza1  d1vpra1  d1y9qa2  d2ccva1  d2fzpa1  
d2j3wa_  d2py6a1  d3dind_  d4qmea3 d1dmua_  d1hn0a2  d1k8ke_  d1o09a1  d1r7ma2  
d1tu1a1  d1vpta_  d1ydua1  d2cfqa_  d2fzta1  d2j3wb1  d2pyqa1  d3dine_  d4qmea4 
d1dq3a1  d1ho8a_  d1k8rb_  d1o22a_  d1r89a1  d1tula_  d1vq821  d1ydwa2  d2cfxa2  
d2g30a1  d2j5ha1  d2q07a3  d3dnfa_  d4rgda_ d1dq3a2  d1hp8a_  d1k8ta_  d1o4wa_  
d1r89a2  d1tuwa_  d1vq8e2  d1yfsa2  d2choa1  d2g3ra2  d2j6ya_  d2q0zx1  d3dnua_  
d4ywaa_ d1dqaa1  d1hq0a_  d1kcfa1  d1o5ha_  d1r8ia_  d1tuza_  d1vq8p1  d1yi9a2  
d2ciwa2  d2g5gx1  d2j7ja3  d2q13a1  d3dsda_  d5a71a_ d1dqca_  d1htwa_  d1kcfa2  
d1o5ya1  d1r8ja2  d1tv8a_  d1vq8x1  d1ykha_  d2clya1  d2g6ta1  d2j7qa1  d2q22a1  
d3dxoa1  d5c6na_ d1dvka_  d1huxa_  d1kdga2  d1o75a3  d1r9la_  d1tvfa1  d1vq8y1  
d1yt3a2  d2cmea1  d2g7ja1  d2je8a2  d2q3qa2  d3e2qa1  d5csma_ d1dvoa_  d1hx6a1  
d1kf6c_  d1o8ra_  d1ra0a1  d1twfc1  d1vqqa1  d1yu0a1  d2cmyb1  d2g7oa1  d2je8a3  
d2q4ma_  d3e2qa2  d5deqa2 d1e0fi_  d1hy9a_  d1kf6d_  d1o94a2  d1ra0a2  d1twf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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