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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하는 성질을 갖는 신물질을 탐색하는 것은 화학, 의료, 재료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어려운 문제이다. 

물질의 성질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 혹은 양자 시뮬레이션은 보통 큰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능적

인 탐색 전략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베이지안 최적화 기반 능동 학습을 이용하여 후보 분자 집합에서 원

하는 성질에 가까운 분자를 적은 수의 탐색만으로 찾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베이지안 최적화는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만들고, 모델의 정보를 이용하여 최대값에 가장 가까울 것으로 기대되는 고르는 방법으로서, 이를 응

용하면 원하는 분자를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본 방법론을 공개된 유기 분자 데이터셋에서 최대 밴드 갭 

분자를 탐색하는 과제에 적용했을 때,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균 탐색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

다. 본 방법론을 통해 신물질 탐색 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서  론 

의약품 및 소재 개발 분야에서 원하는 성질을 갖는 

새로운 물질을 찾아내는 일은 비용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화학물질과 그것의 성질 사이의 관계는 

비선형적이고 창발적이기 때문에, 실제 실험 혹은 

양자역학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 없이는 물질의 성질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학 및 재료과학에 

정보과학을 접목하려는 연구들이 최근 등장하고 있다. 

[1,2,3,4]에서는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물질의 

구조를 입력받았을 때 물성을 예측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특히 [3]과 [1]에서는 다과제 

신경망(Multi-task Neural Network)을 각각 유기분자의 

전자적 성질 예측과 약리적 성질 예측에 적용하여 최고 

성능을 거두었다. 좋은 성능에도 불구하고 이 

선행연구들은 일괄 지도학습(batch supervised learning)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모델의 예측을 믿을 만한 

수준으로 학습하기 위해 최소 수천 개 이상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선행연구의 방법론들을 실제 신물질 탐색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  

신물질 후보 분자 집합에서 한 분자씩 실험 혹은 

시뮬레이션으로 탐색해나가는 과정을 

스크리닝(screening)이라고 부르며, 이 과정은 보통 

하나의 데이터 조차 없는 상황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수천 개의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수천 개보다 더 적은 수의 

탐색으로 원하는 물질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새로운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최적화 (Bayesian 

Optimization) 기반의 능동학습(Active Learning)을 

이용하여, 신물질 스크리닝 과정을 가속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베이지안 최적화는 가능한 한 적은 

수의 함수값 계산으로 함수의 최대/최소값을 찾는 

기법이므로, 이것을 이용하면 분자의 집합에서 원하는 

성질을 가진 분자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 본 

방법론은 QM7b 유기분자 데이터셋에 적용하였을 때 

우수한 탐색 성능을 보여주었고, 따라서 실제 소재 탐색 

과정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2. 문제 형식화 및 방법론 

2.1. 유기 분자 탐색 문제의 형식화 

본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원하는 성질을 갖는 

유기분자 탐색의 가속화이고, 이것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이산 최적화 (Discrete Optimization) 문제로 

형식화할 수 있다. 

하나의 데이터 벡터를 𝑥𝑥𝑖𝑖 , 그 데이터의 실수인 

레이블을 𝑦𝑦𝑖𝑖라고 하자.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셋 {(𝑥𝑥𝑖𝑖)}이 

주어지고, 한 데이터에 대해 레이블 값을 알아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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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계산 (Function Evaluation) f(𝑥𝑥𝑖𝑖)을 할 수 있지만 

매우 값이 비싸다. 이 함수 계산은 문제 도메인에 따라 

다른데, 유기분자의 경우 실험, 혹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수 있고, 사진으로부터 물체를 인식하는 

경우엔 사람의 태깅이 될 것이다. 이 때 본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원하는 레이블값 𝑦𝑦∗ 혹은 그에 가장 

가까운 레이블값을 가지는 데이터 𝑥𝑥∗를 가능한 한 적은 

수의 함수 계산만으로 찾아내는 것이다. 

 

2.2. 베이지안 최적화 기반 능동 학습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선 다음 번 탐색할 

데이터를 무작위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세워 법칙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레이블값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골라야 한다. 이와 같이 다음 

학습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고르는 학습방법을 능동 

학습(Active Learning)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학습 혹은 

업데이트한다. ② 아직 학습 데이터에 속하지 않은 후보 

데이터들에 대해서, 모델을 이용하여 얼마나 도움이 

될지 판단한다. ③ 그 중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데이터의 레이블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셋에 

포함시킨다. ④ 종료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①로 돌아가 

반복한다. 

능동 학습은 기계학습 학계에서 오랫동안 다루어 

졌으며, 다양한 기계학습 모델에 대해 여러 가지 능동 

학습 전략이 여럿 제안된 바 있다[5, 6].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능지표로서 테스트 데이터셋의 에러를 

사용하고, 능동 학습 과정 중에 이것을 빠르게 줄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목표 레이블값에 

얼마나 가까운 분자를 찾았는지가 중요한 유기 분자 

탐색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한편, 베이지안 최적화는 전역 최적화 (Global 

Optimization) 기법으로서, 주어진 함수의 전역적 최대 

(혹은 최소) 지점을 찾아내는 기법으로서, 함수가 

아니라 데이터 포인트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유기 분자 

탐색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전체적인 틀은 보통의 

능동 학습과 유사한데, 능동 학습 과정의 ②와 ③에서 

데이터 선택의 기준으로 획득 함수(Acquisition 

Function)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획득 함수란 

최대값을 찾는 데에 있어서 어느 데이터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의 척도이다. 즉, 후보 데이터 중 가장 

획득 함수값이 높은 데이터를 새로이 학습 데이터셋에 

포함시키게 된다. 여러 가지 획득 함수가 정의된 바 

있는데[7], 그 중에서 Expected Improvement (EI)라는 

획득함수가 일반적으로 좋은 거동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선 EI를 획득 함수로 사용하였다. 

데이터𝑥𝑥   에 대해 그 점에서 모델의 예측의 평균을 𝑦𝑦� , 
예측의 표준편차를 σ , 지금까지의 최대값을 𝑦𝑦𝑀𝑀𝑀𝑀𝑀𝑀라고 

하고, 표준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와 

누적확률밀도함수를 각각 g(𝑥𝑥)와 G(𝑥𝑥)라고 할 때 EI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z =  
𝑦𝑦𝑀𝑀𝑀𝑀𝑀𝑀 − 𝑦𝑦�

𝜎𝜎
 

EI(𝑥𝑥) =  𝜎𝜎(𝑧𝑧𝑧𝑧(𝑧𝑧) + 𝐺𝐺(𝑧𝑧)) 
  예측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할 모델로는 주로 

가우시안 프로세스(Gaussian Process, GP)가 많이 

사용된다. GP는 강력한 모델이면서 동시에 Incremental 

Learning과 예측치의 분산 ( σ ) 계산이 쉽기 때문에 

베이지안 최적화 기반 능동 학습에 아주 적절한 

모델이다. 

 

3. 유기 분자 데이터셋 

베이지안 최적화 기반 능동학습을 통해 효율적인 

유기 분자 탐색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수단으로서, 공개된 유기 분자 데이터셋인 QM7b를 

사용하였다. QM7b는 [3]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으로서, 

7211개 유기 분자에 대해 각각의 구조 정보와 

양자계산으로 구한 14가지 물성값이 들어있다. 구조 

정보는 [2]에서 제안된 Coulomb Matrix라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며, 물성값은 여러 가지 양자계산 

기법으로 구해진 전자적 성질들(Atomization Energy, 

HOMO, LUMO, Polarizability 등)이다. Coulomb 

Matrix는 정사각 대칭 행렬로서, 대각 성분은 

구성원자의 핵 전하와 관계된 항으로, 나머지 성분은 두 

원자 간 정전기적 상호작용에 대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기 분자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 유기 

분자를 어떻게 벡터로 인코딩할 것인지가 큰 이슈이다. 

이에 대해 완벽히 자연스러운 해결책은 현재까지 

제시된 바 없으나, [2]에서는 분자 구조를 Coulomb 

Matrix로 표현한 뒤 커널을 이용하여 고차원으로 

사상하여 2495차원의 벡터로 만드는 휴리스틱을 

사용했다. 아직까지 이보다 더 좋은 인코딩이 논의된 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분자 구조를 

인코딩 하였다. 

 

4. 최대 밴드 갭 분자 탐색 실험 

베이지안 최적화 기반 능동 학습으로 원하는 물성의 

신물질을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QM7b 데이터셋 상에서 최대 밴드 갭(Band 

Gap)을 갖는 신물질을 찾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밴드 갭이란 LUMO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 에너지 준위와 HOMO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 에너지 준위의 차이인데, 

분자가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성질에 관계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태양광, 염료 등의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셋에 속한 분자들의 

밴드 갭의 분포는 (그림 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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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QM7b 데이터셋 분자들의 밴드 갭 히스토그램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기반 모델로 작동하는 베이지안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QM7b 데이터셋의 총 7211개 

분자 중 최대 밴드 갭을 가지는 분자를 찾아내는 데에 

필요한 횟수를 측정하였다. 알고리즘은 한 번에 한 

분자의 밴드 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실제 

상황에서는 수 시간에서 수 일이 소요되는 양자 

시뮬레이션으로 밴드 갭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탐색의 시작점에 따라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의적으로 100가지 다른 시작점을 주어 평균하였다. 

분자를 임의의 순서로 탐색하는 임의 스크리닝 

(Random Screening)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였고, 

분자의 표현 형태에 따른 성능 변화를 보기 위해 두 

가지 다른 형태의 분자 인코딩을 사용하였다.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RBF 커널을 사용하였고 Hyperparameter는 

다른 유기 분자 데이터셋인 QM7에서 가우시안 

프로세스 회귀(Regression)을 가장 잘 하는 값으로 

결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베이지안 최적화를 통한 최대 밴드 갭 탐색 결과 

 

임의 스크리닝의 경우 최대 밴드 갭 분자를 찾는 

데에 평균 3525회가 소요되었고, 매 시행마다 편차가 

컸으나, 베이지안 최적화 방법을 도입하면 그 횟수가 

평균 2209회, 102회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자의 표현 방식은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Coulomb Matrix의 성분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2]에서 제안된 휴리스틱을 사용하여 고차원 

벡터로 만드는 것이 성능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베이지안 최적화 기반 능동 학습을 

이용하여 후보 분자 집합 중에서 원하는 성질을 가지는 

분자를 적은 횟수의 탐색만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론을 공개된 유기 분자 

데이터셋(QM7b)에 적용했을 때, 방법론 없는 무작위 

탐색에 비해 월등한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방법론을 통해 화학, 재료 분야의 신소재 

탐색 과정에 큰 개선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Hyperparameter를 정하는 것, 

분자의 인코딩 휴리스틱 등 경험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이 부분들이 성능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방법론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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