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노소재 정보학 응용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한국화학연구원

장현주, 장승훈, 신정호, 나경석, 김현우

5차년도 과제 점검 회의 2020-11-06

D2-세부4



최종연구목표

소재물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소재를

설계하기 위한 소재정보학 응용 기술을 개발하고

웹기반 소재정보학 플랫폼 구축



연구 추진 계획



2단계 : 웹기반 소재정보학 플랫폼 구축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Feature 선택 가능한 소재정보

학 플랫폼 구축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테스트 및 검증

 새로운 Feature의 개발 및 검증으로 Feature Engineering의 고도화

다양한 물성 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용의 소재정보학 플랫폼

구축

 소재물성 예측의 소재정보학 work-flow 설계

 사용자가 제공하는 소재 DB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확장



2단계 계획

구분 년도 세부연구목표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차년도

(2단계)
2019

다양한 머신러닝 방법의

소재정보학 플랫폼 개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선택이

가능한 소재정보학 플랫폼 구축

Feature의 선택이 가능한

소재정보학 플랫폼 개발

Feature의 선택이 가능한

소재정보학 플랫폼 구축

2차년도

(2단계)
2020

다양한 머신러닝 방법의

선택의 고도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다양성 확보

Feature 선택의 고도화 Feature의 선택의 다양성 확보

3차년도

(2단계)
2021

사용자가 구축한 DB를 활용할 수

있는 소재정보학 플랫폼 구축

웹기반 소재 정보학

플랫폼 공개 여부



개방형 웹기반 ML 플랫폼 (2단계)

소재정보학 플랫폼

 Machine Learning Algorithm 선택

 Feature 선택

 Target Property 선택

사용자 데이터 업로드
( training data including

target properties )

Unknown Compounds

Predicted Values

신소재 개발 소재 개발의
디자인 원리



2020년 연구개발 실적

화연 단풍. 2020-10-30



1. 다양한 Feature개발 Bandgap 예측 – 실험DB 활용,

MAE(test): 0.285
RMSE(test): 0.455

MAE(train): 0.072
RMSE(train): 0.118

MAE(test): 0.277
RMSE(test): 0.457

.

MAE(train): 0.064
RMSE(train): 0.099

MAE(test): 0.264
RMSE(test): 0.436

MAE(train): 0.062
RMSE(train): 0.097

Gradient Boosting Tree Regression
(Training-set : 3116, Test-set : 779)

NF
(#F:116)

ARWF
(#F:116)

NARWF
(#F:228)

1. Atomic ratio
2. Atomic number 
3. Atomic weight 
4. Atomic volume
5. Period in periodic table
6. Group in periodic table 
7. Mendeleev’s number
8. Atomic radius
9. Covalent radius
10. Ionic radius 
11. Crystal radius
12. vdw radius
13. Single-bond metallic radius 
14. Pauling’s scale of electronegativity 
15. Gordy’s scale of electronegativity 
16. Mulliken’s scale of electronegativity 
17. Allen’s scale of electronegativity 
18. valence electrons
19. Electron affinity
20. Ionization energy
21. Dipole polarizability
22. Melting point 
23. Boiling point 
24. Density (at 295K)
25. Specific heat (at 293K)
26. Fusion heat
27. Evaporation heat
28. Thermal conductivity (at 298K)
29. Heat of formation

NF : Normal Feature
ARWF : Atomic Ratio Weighted Feature
NARWF : Normal & Atomic Ratio Weighted Features



(Training-set : 3116, Test-set : 779)

Algorithm RMSE (eV)

Bayesian Ridge Linear Regression 0.835 

AdaBoost Regression 0.853 

Elastic Net 0.826 

XGBoost * 0.468 * 

Fully-connected Neural Network 0.523 

K-Nearest Regression 0.638 

Kernel Ridge Regression 0.800 

Linear Regression 0.799 

Ridge Linear Regression 0.797 

Support Vector Regression 0.524 

Gaussian Process Regression 0.817 

Gradient Boosting Tree Regression * 0.436 *

2. 다양한 알고리즘 적용 Bandgap 예측 – 실험DB 활용



3. 다양한 데이터셋 활용 Bandgap 예측 – MP 계산DB 활용

Material project dataset, # of data : 36,401)
material_id elements spacegroup band_gap formation_energy_per_atom pretty_formula

0 mp-1 ['Cs'] 229 0 0.036570774 Cs

1 mp-1000 ['Ba', 'Te'] 225 1.593 -1.7901682 BaTe
2 mp-10000 ['Hf', 'S'] 194 0 -1.253224385 Hf2S

3 mp-10003 ['Nb', 'Co', 'Si'] 124 0 -0.34369172 Nb4CoSi
4 mp-10004 ['Mo', 'P'] 121 0 -0.338188471 Mo3P

5 mp-1001 ['Ba', 'N'] 15 0 -0.764811323 BaN2
6 mp-10010 ['Al', 'Co', 'Si'] 164 0 -0.536844192 Al(CoSi)2
7 mp-1001011 ['Ta', 'O'] 204 0 -2.80183476 TaO3
8 mp-1001012 ['Sc', 'Zn', 'S'] 227 0.5765 -1.969811058 Sc2ZnS4
9 mp-1001015 ['S', 'Y', 'Zn'] 227 0.6698 -2.047687599 Y2ZnS4

10 mp-1001016 ['Sc', 'Se', 'Zn'] 227 0.1396 -1.404481356 Sc2ZnSe4
11 mp-1001017 ['In', 'Se', 'Zn'] 227 0.0318 -0.535515582 Zn(InSe2)2
12 mp-1001019 ['Mg', 'Sc', 'Se'] 227 1.0918 -1.575442558 Mg(ScSe2)2
13 mp-1001021 ['Se', 'Y', 'Zn'] 227 0.2395 -1.511115881 Y2ZnSe4

14 mp-1001022 ['Cu', 'P', 'Pd'] 37 0 -0.275779919 Cu2PPd2
15 mp-1001023 ['Be', 'C'] 136 1.6671 0.851723004 BeC2

16 mp-1001024 ['Mg', 'S', 'Y'] 227 1.7768 -2.26911428 Y2MgS4
17 mp-1001034 ['In', 'Mg', 'Se'] 227 0.7432 -0.706639163 Mg(InSe2)2
18 mp-1001079 ['C', 'Li', 'N'] 12 1.8775 -0.007938162 Li(CN)2
19 mp-1001080 ['C', 'H', 'O'] 63 5.887 -1.583085926 H2CO3
20 mp-1001082 ['C', 'O', 'Si'] 71 0 -0.4784468 Si(CO)2

▪
▪
▪
▪

▪
▪
▪
▪

▪
▪
▪
▪

▪
▪
▪
▪

▪
▪
▪
▪

▪
▪
▪
▪



Material project dataset, # of data : 36401)

pure binary ternary quaternary quinary senary septenary octanary total

171 6,780 19,277 7,561 2,370 226 15 1 36,401

33,789

Non-Metal Metal

18,682 15,107

18,664

Atomic
Feature 
(228개)

Formation 
Energy (eV)

(1 개)

Space
Group
(1 개)

Band
Gap
(eV)

∙
∙
∙

∙
∙
∙

∙
∙
∙

∙
∙
∙

Feature list (230개) Target

Noble gases 포함
compound  18개 제외

3. 다양한 데이터셋 활용 Bandgap 예측 – MP 계산DB 활용



21,463

Atomic
Feature 
(228개)

Space
Group

Band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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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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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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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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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ient Boosting Tree Regression  Bandgap prediction

2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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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Test : 17,170/4,293

MAE(test):0.412
RMSE(test):0.630

MAE(train):0.149
RMSE(train):0.239

MAE(test):0.401
RMSE(test):0.611

MAE(train):0.128
RMSE(train):0.182

MAE(test):0.378
RMSE(test):0.571

MAE(train):0.120
RMSE(train):0.165

4. Feature 의 확장 – MP 계산DB 활용



MAE(test):0.378
RMSE(test):0.57
1

5. Bandgap 예측 – MP 계산DB 활용, 다양한 feature 활용

MAE(test):0.081
RMSE(test):0.142

Formation 
Energy 예측 모델

Band gap Energy 
예측 모델

Atomic Feature 

Space Group

Formation Energy

Band gap EnergyAtomic Feature 

Space Group

Formation Energy

예측값을 입력값으로 활용

Atomic
Feature 
(228개)

Space
Group
(1개)

Formation
Energy
(eV)

∙
∙

∙
∙

Atomic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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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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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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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
∙

∙
∙

∙
∙

∙
∙

Polymorphism이 고려된
Bandgap 예측 가능



다양한 ML 예측 모델 ML 플랫폼에 이식

Experimental
Band gap
database

Calculation
Band gap 

Database (MP)

Metal vs Non-Metal
Classification

Model

Band gap (Exp)
Prediction

Model

Formation energy 
(Cal) Prediction

Model

Band gap (Cal) 
Prediction

Model

Experimental
Band gap
database

Calculation
Band gap 

Database (MP)

Metal vs Non-Metal
Classification

Model

Band gap (Exp)
Prediction

Model

Formation energy 
(Cal) Prediction

Model Band gap (Cal) 
Prediction

Model

Band gap (Cal)
Prediction

Model

Band gap (Cal)
Prediction

Model

Calculation
Band gap 

Database (MP)



1. 도메인 네임 : www.simpl-ml.org (구입 예정)

 연구자가 자신의 dataset을 활용하여 매우 간단한 과정을 거쳐 Machine Learning을

수행해 볼 수 있는 기능 및 밴드갭 예측 기능 제공. “simpl-ml”이 이러한 기능을 잘 표현.

 별도의 구조 파일 없이 atomic formula 입력만으로 밴드갭 에너지 예측 가능.

2. 플랫폼 로고

 SimPL 플랫폼 로고 활용하여 SimPL-ML 로고 제작.

 “-ML”이 추가되었고 바탕색상 변경하였음.

웹기반 ML 플랫폼 이름 선정



SimPL-ML 소개 :User Dataset Upload

 CSV 형식의 Dataset 읽기, 간단한 편집 및 업로드
 Atomic Feature Generator (구축 진행중)
 이름 지정 업로드 후에 Dataset List에서 확인가능
 Dataset 다시 로딩 후 편집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추가 업로드 가능



SimPL-ML 소개 :ML Model Generation

 사용자의 Dataset List에서 ML을
수행하기 위한 Dataset 선택.

 Feature 및 Target 직접 지정 가능.

 ML 알고리즘 선택 가능.(9종류의
ML알고리즘 선택가능)

 Feature, Target, ML 알고리즘 선택
후 Run 버튼 클릭총 10번의 모델
training 수행.

 모델 정확도 확인을 통한 모델 타당성
체크.

 사용자가 원하는 이름으로 모델 등록.



Feature / Target 선택 ML 알고리즘 선택 Run(Training)

 총 10번의 모델 training 수행, Training Set 및 Test Set에 대해서 매번 Random shuffling 실시.

 예측 정확도 표시, 10개의 모델 가운데 Test Set의 RMSE 값이 가장 작은 모델의 예측정확도를

표시. (Training/Test Set에 대한 RMSE, MAE, R2 표시)

 사용자 자신이 만든 ML 모델의 정확도 직접 확인 및 모델 타당성 체크  ML 모델 등록.

ML 예측정확도 표시 기능 추가 :사용자편의성 개선



SimPL-ML 소개 :Prediction

 사용자가 생성한 ML 모델 List 
가운데 원하는 예측 모델 선택.

 모델 생성시 사용했던 Feature들의
값을 입력하기 위한 칸 생성.

 Input data 직접 입력 후 Predict 
버튼 클릭  예측값 출력

모델 Training에 사용되었던 Dataset의 일부



SimPL-ML 소개 :Band gap Prediction

Metal vs Non-Metal
Classification

Model

Band gap (Exp)
Prediction

Model

Formation energy 
(Cal) Prediction

Model

Band gap (Cal) 
Prediction

Model

Band gap (Cal)
Prediction

Model

 사용자가 분명하게 예측모델을 구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UI 개선하였음.

 현재 밴드갭 예측 기능 사용 가능 (회원가입 필요).



1. 밴드갭 결과 누적 표시

2. 모델 변경해서 예측해도 계속해서 누적 표시됨

3. 불필요한 예측 결과는 삭제 가능(붉은색 버튼).

밴드갭 예측 결과 누적 표시 기능 :사용자편의성 개선



타 물성 예측 플랫폼과의 비교

 예측을 위해서, 구조 정보가 담긴 input 파일 (POSCAR, QE structure input)이 반드시 필요.

 실험 연구자들의 경우, 자신이 알고자 하는 물질에 대한 구조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음.

(예를 들면, Pb0.83Sn0.17Se, Hg0.7Cd0.3Te 에 대한 정확한 구조 정보를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

 구조 정보 입력이 필요 없는 물성 예측 플랫폼 필요.

 연구자 자신의 데이터를 통해서 원하는 타겟 물성 예측을 위한 ML 모델 생성 역시 불가능.

http://aflowlib.org/aflow-ml/ https://www.ctcms.nist.gov/jarvisml/

Structural 
information

Run
Structural 

information

Run



1. 밴드갭 에너지 예측

 밴드갭 예측시 물질구조 정보 필요 없이 Chemical Formula 정보로만 예측.

 정확한 실험 밴드갭 에너지 예측값 제공.(Test set 기준, MAE : 0.264 eV)

 실험 DB, 계산(MP)DB 와 같은 다양한 DB를 활용하여 예측 모델 구축.

 Space Group 정보 제공시 polymorphism 고려 (MP DB 활용) 예측 가능.

2. 사용자 데이터 활용 ML 모델 생성 및 물성 예측

 사용자의 Dataset을 활용한 ML model 생성.

 사용자가 업로드한 Dataset,그리고 직접 생성한 ML model 관리 및 활용.

 ML 모델 생성시 사용자가 원하는 Feature/Target, ML 알고리즘 선택 가능.

SimPL-ML :제공 기능 요약



5차년도 과제 수행 결과 정리

 웹기반 소재정보학 플랫폼 완성(nearly) 단계

 무기소재의 밴드갭 예측 플랫폼 구축

 다양한 ML 알고리즘 선택 및 feature 선택 가능성 구현

 사용자 데이터 업로드 환경 구현

 사용자 편의성 개선

 사용자 활용 가능한 DB 및 ML 모델 확장 (2021년 상반기까지 지속)

 연구 성과

 플랫폼 관련 논문 준비 중, 연내 투고 완료 예정.

 2020년 머신러닝 관련 논문 1편 게재, 1편 투고 예정

“Costless Performance Improvement in Machine Learning for Graph-Based 
Molecular Analysis”, J. Chem. Information and Modeling (2020)



 플랫폼 사용자가 별도의 Dataset을 준비하지 않고도, 플랫폼이 제공하는

Dataset을 통해 Machine Learn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실험 밴드갭 Database

 Binary, Ternary, Quaternary 등으로 구분하여 실험밴드갭 Dataset 제공 예정.

2. 계산 밴드갭 Database

 Materials project로부터 API 활용하여 band_gap, volume, 

formation_energy_per_atom, nsites, unit_cell_formula, pretty_formula, 

elements, nelements, e_above_hull, spacegroup, density, total_magnetization, 

material_id, oxide_type 에 대한 정보가 담긴 Dataset 들을 준비하여 제공 예정.

 2021년 상반기 까지 유용한 dataset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

플랫폼 사용자가 활용가능한 Dataset 확장



다양한 타겟 물성을 예측하는 ML 모델들을 미리 생성하여, 플랫폼 사용자가 원하는

물성을 곧바로 예측해볼 수 있도록 돕고자 함.

1. 다양한 실험 밴드갭 예측 모델

 실험 DB 활용, Binary, Ternary, Quaternary 등으로 구분된 Dataset을 통해서 각각의 실험

밴드갭 예측 모델(3종류) 생성 및 제공(예정)

 MP 로부터 생성한 계산 DB를 활용, 계산 밴드갭 예측 모델 생성 및 제공 (예정), 계산

밴드갭도 Binary, Ternary, Quaternary 로 구분하여 3종류의 예측모델 제공.

2. 형성에너지 예측 모델

 MP 로부터 생성한 계산 DB를 활용, 계산 형성에너지 예측 모델 생성 및 제공 (예정)

3. 추가 예측 모델

 추가적인 예측 물성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Dataset 및 관련 참고문헌 탐색.

플랫폼 사용자가 활용가능한 ML 모델 확장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