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주어진 화학 물질 사이에서 어떤 특성이 최댓값을 갖

는 혹은 특정 값에 가까운 물질을 탐색하기 위해 직접 
실험하고 측정하는 대신 양자 계산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 계산 또한 시간 및 비용이 크게 들
어, 어떤 물질의 특성을 아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
서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 신경망을 이용하는 시도가 있
었다[1-2]. 그러나 이 또한 상당량의 물질들의 특성을 양
자 계산 등을 통해 알고 있어야만, 다른 물질들의 특성
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특성만으로 원하는 
물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알고
리즘으로 베이지안 최적화(Bayesian optimization)가 있다. 
베이지안 최적화는 최소한의 함숫값만으로 최적화 문제
를 풀도록 새로운 데이터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이다[3]. 
베이지안 최적화는 주로 가우스 과정(Gaussian process)와 
결합하여 사용하는데, 함수를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인 신
경망과도 결합할 수 있다[4].

이 논문은 먼저 화학 물질의 구조와 특성을 포함하는 
데이터셋과 그 표현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신경
망과 베이지안 최적화, 이 둘의 결합 방법을 소개한다. 
제시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실험의 내용 및 결과를 제시
한 후, 결론으로 끝맺는다.

2. 화학 물질 특성 데이터셋
주어진 화학 물질 사이에서 어떤 특성이 최댓값을 갖

는 물질을 탐색하기 위해 유기 분자 데이터셋인 
QM7b[1-2]를 사용하였다. QM7b는 7211개의 분자 구조와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분자 구조는 쿨롱(Coulomb) 행
렬의 형태로 주어지며, 물리적 특성은 최고준위 점유 분
자궤도(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 HOMO), 최저준

위 비점유 분자궤도(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 
LUMO), 분극률(polarizability), 원자화(atomization) 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쿨롱 행렬은 하나의 분자를 하나의 행렬로 표현하며, 
행렬의 (i, j) 성분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에서 Z는 원자의 핵전하량, R은 원자의 3차원 위치 
벡터이다. 이와 같이 쿨롱 행렬은 분자의 구조를 간략히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1-2]에서 제시한 정렬 및 이진
화를 적용하여, 이 행렬을 각 성분이  에서   사이인 
고정된 길이의 벡터로 표현하였다.

또한 실험에서는 물리적 특성으로서 GW 근사(GW 
approximation)를 통해 예측된 최고준위 점유 분자궤도와 
최저준위 비점유 분자궤도의 차이인 밴드 갭
(HOMO-LUMO gap)을 선택하여, 밴드 갭이 최대가 되는 
물질을 탐색해 보았다.

3. 알고리즘
3.1 신경망(Neural Network)

신경망(neural network)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에도 널리 사용되는 기계학습 모델이다. 신경망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의 세 종류의 층을 가지며, 각 층
은 여러 뉴런들로 이루어져 있다. 은닉층이 2-3개로 적을 
경우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MLP), 은닉층이 
4-30개 정도로 많을 경우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이라고 부른다. 은닉층의 뉴런의 개수가 
충분히 많으면, 신경망을 통해 임의의 함수를 임의의 정

최소한의 함수 산출로 학습한 신경망에 의한 최적화

한철호O1, 곽하녹1, 윤상웅2, 심문보3, 장병탁1,2

1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2서울대학교 협동과정 뇌과학전공

3삼성전자 종합기술원

{chhan, hnkwak, swyoon}@bi.snu.ac.kr, munbo.shim@samsung.com, btzhang@bi.snu.ac.kr

Optimization by Neural Networks Learned from Minimum Function Evaluations
Cheolho HanO1, Hanock Kwak1, Sangwoong Yoon2, Munbo Shim3, Byoung-Tak Zhang1,2

1School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Interdisciplinary Program in Neuro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3Samsung Advanced Institute of Technology, Samsung Electronics Co., Ltd.

요  약

  이 논문은 주어진 화학 물질 사이에서 어떤 특성이 최댓값을 갖는 물질을 탐색하기 위해 신경망(neural 
network)과 베이지안 최적화(Bayesian optimization)를 결합하여 화학물질 데이터셋인 QM7b 내의 물질 중에
서 최대 밴드 갭(HOMO-LUMO gap)을 갖는 물질을 탐색하였다. 신경망은 함수를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이
며, 베이지안 최적화는 최소한의 함수 산출로 최적화를 하는 알고리즘이다. 신경망에 rectified linear unit 
(ReLU) 및 드롭아웃(dropout)을 적용하였고, 신경망에 ReLU를 사용하는 것이 알아야하는 밴드 갭의 수를 
크게 낮추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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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도로 근사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5], 
유기 분자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의 학습 외에도 여러 문
제에 널리 적용할 수 있다.

은닉층이 여러 개인 심층 신경망은 모델의 복잡도 때
문에 컴퓨터가 발달한 현대에 들어서야 활발히 쓰이고 
있다. 여기에 rectified linear unit (ReLU)와 드롭아웃
(dropout)을 적용하여 신경망의 성능을 더욱 높일 수 있
다[6-11].

ReLU는 활성화 함수를 hyperbolic tangent, logistic 
function 대신 rectifier를 적용한 뉴런을 의미한다. 
Rectifier  는

과 같이 정의된다. ReLU를 적용함으로써 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되던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 완화되었고[10], 
감독 학습의 경우 초기 딥 러닝에서 쓰이던 사전 학습
(pretraining) 과정도 필요가 없게 되었다[11].

드롭아웃은 학습 시 임의의 확률(0.5가 가장 널리 사용
됨)로 각 뉴런의 출력을 강제로 0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다. 추론 시에는 다시 모든 뉴런의 출력을 사용하게 된
다. 이때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활성화된 뉴런의 수가 
다르므로, 출력의 크기를 상수를 곱하여 조절하게 된다. 
드롭아웃은 뉴런들의 co-adaptation을 방지하여, 모델이 이
미 주어진 데이터만을 잘 설명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전
혀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인 overfitting을 피하는 데 도움
을 준다.

3.2 베이지안 최적화(Bayesian Optimization)
베이지안 최적화는 출력 값과 출력 분산을 이용하여 

출력이 클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로 쓴
다[3-4]. 다시 말해, 획득(acquisition) 함수 중 하나인 개선 
기댓값(expected improvement)이 큰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
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먼저 현재 최대 출력 CM을 어떤 점 에서의 평균 
과 표준편차   으로 정규화한다: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 ⋅이라 하면, 개선 기댓값 EI는

가 된다.
베이지안 최적화는 EI가 큰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선

택함으로써 진행된다. 베이지안 최적화는 주로 가우스 
과정(Gaussian process)과 결합하여 사용하지만, 신경망과
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3 신경망에 의한 베이지안 최적화
위에서 보듯이 베이지안 최적화를 위해서는 어떤 점에

서의 출력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한다. 평균은 신경망
의 출력 값을 이용하면 되지만, 출력 분산의 경우에는 
단순하지 않다. 출력 분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계산된다.
먼저, 출력 민감도 는 데이터 가 주어졌을 때, 

출력 을 무게 로 미분한 값

가 되고, 피셔(Fisher) 정보 행렬 는

가 된다[12]. 여기에서 는 비용 함수로서 평균 제곱 오
차이다. 그리고 참조하고자 하는 어떤 입력 에서의 출

력 분산   
 은

로 근사된다[13].

4. 실험 및 결과
앞서 설명한 신경망과 베이지안 최적화를 결합하여 

QM7b 내의 물질 중에서 최대 밴드 갭을 갖는 물질을 탐
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QM7b 내의 전체 7211 개
의 물질들을 정렬 및 이진화를 거쳐 2495 길이의 벡터로 
변환하였다.

이후 개선 기댓값이 큰 데이터를 하나씩 선택하며, 지
금까지 선택된 데이터를 배치(batch) 방식으로 신경망 모
델을 학습하였다.

개선 기댓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피셔 정보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해야 한다. 출력 민감도 벡터의 길이는 각 
뉴런을 연결하는 간선(edge)의 수 E와 같다. 피셔 정보 

행렬은 E ×E의 크기를 가지므로, 상당히 큰 행렬이 

된다. 따라서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 모든 간선으로부터 
출력 민감도를 계산하는 대신, 출력층과 연결된 간선 만
으로부터 출력 민감도의 일부를 계산하여, 작은 크기의 
피셔 정보 행렬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이렇
게 작은 크기의 피셔 정보 행렬을 이용하였다. 또한 피
셔 정보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할 경우, 수치적인 불안정
성으로 계산이 잘 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행렬에 단위행렬의 (0.001과 같이 작은 크기의) 상수 배
를 더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신경망 모델은 은닉층이 하나인 다층 퍼셉트론과 은닉
층이 두 개인 다층 퍼셉트론을 사용하였다. 은닉층이 하
나인 경우에는 은닉층의 뉴런의 수를 20개로 하였고, 은
닉층이 두 개인 경우에는 은닉층의 뉴런의 수를 입력층
에서 가까운 층에서부터 100개, 50개로 하였다. 또한 추
가적으로 은닉층이 두 개인 경우에 ReLU를 적용하고, 여
기에 더해 드롭아웃까지 적용해보았다. 드롭아웃을 할 
때, 출력을 0으로 설정할 확률은 0.5로 하였다.

QM7b 내의 물질들이 갖는 밴드 갭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하나의 물질 만이 15 eV가 넘는 값을 가지며, 나머
지는 14 eV 미만이고, 평균 10 eV 정도의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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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과정을 거쳐, 각 모델에 대하여 QM7b 내
에서 몇 개의 물질의 밴드 갭을 이용하여 최대 밴드 갭
을 찾는지를 확인해 보았다(그림 2). 이때 각 모델 별로 
100번 반복 수행하였으며, 편의상 1000개 이내에서 최대 
밴드 갭을 찾지 못할 경우 4000으로 설정하였다. 총 100
번 수행 중에 이런 경우는 은닉층이 하나인 신경망
(MLP), 은닉층이 두 개인 신경망(MLP2), ReLU를 적용한 
신경망(MLP2_ReLU), 여기에 드롭아웃을 더한 신경망
(MLP2_ReLU_drop) 별로 각각 20, 11, 1, 1번 발생하였다. 
평균적으로 MLP2_ReLU와 MLP2_ReLU_drop이 가장 적
은 수의 밴드 갭을 알고 최대 밴드 갭을 찾아냈다. 그러
나 평균값이 70-900 사이에 분포하는 반면, 표준편차가 
390-1600 사이에 분포하여 평균에 비해 표준편차가 매우 
크게 나왔다. 이는 알고리즘이 알아야 하는 밴드 갭 수
를 (10개 미만으로도 상당 수 나타남)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안정적으로 줄이지는 못함을 보여
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이 논문은 주어진 화학 물질 사이에서 어떤 특성이 최

댓값을 갖는 물질을 탐색하기 위해 최소한의 특성값 만

을 이용하는 베이지안 최적화를 신경망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상당수가 매우 적은 수의 특성값만으로도 최댓
값을 찾아내었으나, 쉽사리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
였다. 향후 이러한 알고리즘의 불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
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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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QM7b 내의 물질들의 밴드 갭 분포

그림 2. 최대 밴드 갭을 찾기 위해 알아야하는 밴드 갭

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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