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노소재 정보학 응용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한국화학연구원
장현주, 장승훈, 김현우, 신정호, 나경석

6차년도, 과제 마무리 회의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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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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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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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3차년도
연구개발 실적

한국화학연구원

장현주, 장승훈

D2-세부4



 코딩 또는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연구자라 할지라도,                     

SimPL-ML 플랫폼을 활용하여 아주 간단하게 기계학습의 전 과정을 실행해볼 수 있음.

 사용자 자신의 Dataset을 활용하여 최적의 예측 모델을 만들어 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input 에 대한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음.

 Binary, Ternary, Quaternary 무기소재에 대한 최적의 밴드갭 예측 모델을 플랫폼에 탑재. 

별도의 구조 정보(cif or POSCAR)없이 화학식 입력만으로도 정확한 밴드갭 예측 가능.

www.simpl-ml.org

-현재, 웹 서비스 O, 모바일 서비스 X



Register



SimPL-ML : Register

Chrome 또는 Microsoft edge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www.simpl-ml.org’를 입력

Register
버튼 클릭



Dataset Editor



SimPL-ML : Dataset Editor(1)

사용자 Dataset
불러오기 기능 Example Dataset 제공

및 Dataset 관리 기능

Dataset 읽기 및
편집기능

Atomic Feature
자동생성 기능

편집 완료된 Dataset에 대한 이름 지정 및 업로드 기능
: 업로드 완료되면 ‘Dataset List’에서 확인 가능



SimPL-ML : Dataset Editor(2)

 Example dataset (14개) 제공
Dataset name Formula Bandgap E_Form. Additional AF # of Data Source

Inorganic_Crystal_Binary_Bandgap.csv O O X X 1494 Exp.

Inorganic_Crystal_Ternary_Bandgap.csv O O X X 1358 Exp.

Inorganic_Crystal_Quaternary_Bandgap.csv O O X X 1043 Exp.

Inorganic_Crystal_Binary_Bandgap_Atomic_Feature.csv O O X O 1494 Exp.

Inorganic_Crystal_Ternary_Bandgap_Atomic_Feature.csv O O X O 1358 Exp.

Inorganic_Crystal_Quaternary_Bandgap_Atomic_Feature.csv O O X O 1043 Exp.

lithium-ion batteries_From_Kaggle_Dataset.csv O O O X 339 Kaggle

lithium-ion batteries_From_Kaggle_Dataset_Atomic_Feature.csv O O O O 339 Kaggle

DFT_BG_SG_FE_DB_Binary_From_MP.csv O O O X 1700 MP

DFT_BG_SG_FE_DB_Ternary_From_MP.csv O O O X 10523 MP

DFT_BG_SG_FE_DB_Quaternary_From_MP.csv O O O X 6420 MP

DFT_BG_SG_FE_DB_Binary_From_MP_Atomic_Feature.csv O O O O 1700 MP

DFT_BG_SG_FE_DB_Ternary_From_MP_Atomic_Feature.csv O O O O 10523 MP

DFT_BG_SG_FE_DB_Quaternary_From_MP_Atomic_Feature.csv O O O O 6420 MP



SimPL-ML : Dataset Editor(3)

클릭

총 13종의 Atomic Feature 자동생성
(sum, max, min, diff 까지 고려시 총 52종의 AF 
자동 생성 기능 제공)

1. Atomic Ratio (AR)
2. Atomic Number
3. Atomic Weight
4. Atomic Radius
5. EN Pauling
6. Valence Electron
7. Ionization Energy
8. AR weighted Atomic Number
9. AR weighted Atomic Weight
10. AR weighted Atomic Radius
11. AR weighted EN Pauling
12. AR weighted Valence Electron
13. AR weighted Ionization Energy

자동 생성된 Atomic Feature, Formula 정보 뒤에 추가됨



Model Generator



SimPL-ML : Model Generator(1)

모델 트레이닝을
위한 Dataset 

선택기능

모델 트레이닝을
위한 Feature 

선택기능

모델 트레이닝을
위한 Target 

선택기능



SimPL-ML : Model Generator(2)

모델 트레이닝을
위한 ML 알고리즘

선택기능

모델 트레이닝
결과 확인,

Test,Training Set 
정확도 표시 기능

예측 모델
저장 기능

알고리즘까지 선택후
‘Run’버튼 클릭, 

모델트레이닝 실행



SimPL-ML : Model Generator(3)

총 17종의 ML Algorithm 선택 가능. 
(HyperParameter Optimization (HPO) 옵션 기능 포함 )

1. Gradient-Boosting Tree Regression
2. AdaBoost-Regression
3. Support-Vector-Regression
4. Linear-Regression
5. K-Neighbors-Regression
6. Bayesian-Ridge-Regression
7. Ridge-Regression
8. ElasticNet-Regression
9. XGB-Regression
10. Gradient-Boosting Tree Regression_HPO
11. AdaBoost-Regression_HPO
12. Support-Vector-Regression_HPO
13. K-Neighbors-Regression_HPO
14. Bayesian-Ridge-Regression_HPO
15. Ridge-Regression_HPO
16. ElasticNet-Regression_HPO
17. XGB-Regression_HPO

사용자 Dataset 마다 최적의 결과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ML알고리즘 선택권 제공.

고정된 HyperParameter(HP)가 아닌 Dataset&ML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HP를 통한 예측
결과를 제공  향상된 예측 성능 제공 가능, 약간의 추가 시간 소요.

GBTR의 HP 예시 : max_depth(the number of leaves on each tree), 
n_estimators(number of trees to be used), learning_rate(Learning rate shrinks the 
contribution of each tree by learning_rate)

[HPO 과정 설명]



SimPL-ML : Model Generator(4)

 SimPL-ML 플랫폼이 제공하는 Example Dataset, 
Atomic Feature Auto-generation, ML Algorithm, 
HPO 기능 등을 활용하여 Binary, Ternary, Quaternary 
무기소재에 대한 최적의 예측 모델들을 탐색.

 XGB_HPO 또는 XGB 알고리즘을 활용한 예측모델이
최적의 예측 성능을 나타냈음.

이상의 3개의 예측 모델을 Band-Gap Predictor 메뉴에
탑재하여 무기소재 밴드갭 예측에 활용하였음.

 원시 Dataset에는
Formula 및 밴드갭
정보만 있었음.

 Atomic Feature Auto-
Generation 기능으로
생성된 Feature들로
모델 생성이 가능했음.
(12번 슬라이드 참고)



SimPL-ML : Model Generator(5)

Binary, Ternary, Quaternary 
무기소재에 대한 GBTR 및 XGB
알고리즘에 대한 예측결과 비교

 Binary  Ternary  Quaternary 
순으로 예측정확도는 감소.

 HPO 옵션이 거의 대부분에서 예측
성능을 향상 시킴.

대체적으로, XGB 알고리즘이 더
정확한 예측 성능을 나타냄.

 SimPL-ML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 예측모델 최적화 가능

다양한 실험 및 계산 데이터셋이
사용자들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면
유의미한 예측모델 생성이 충분히 가능.



SimPL-ML : Model Generator(6)

 Basic Feature에 추가 생성된 Atomic 
Feature(NF, ARWF, NARWF)를
추가하여 예측성능을 비교하였음.

 Basic+NF  Basic+ARWF 
Basic+NARWF 순으로 예측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

 SimPL-ML에서 제공하는 Atomic 
Feature Auto-Generation 기능을 통해
모델 예측성능 향상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결과. (Feature Engineering 예시)

사용자 데이터셋에 모델예측을 위한 Feature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Basic Feature)

 Formula 정보를
이용한 추가적인
Atomic Feature 
생성없이 Model 
Training 가능.



Predictor



SimPL-ML : Predictor(1)

예측모델
선택기능

Atomic Feature 
자동생성 기능

(Atomic Feature + 사용자 Feature)



SimPL-ML : Predictor(2)

Atomic Feature 사용자 Feature

예측하고자 하는
화학식을 입력 후, 

‘Fill’ 버튼 클릭

개별 입력

‘Predict’ 버튼 클릭

예측값 출력.



SimPL-ML : Predictor(3)

 Example Predictive Model (6개) 제공
Predictive Model Name Target Input information

DFT_Binary_Bandgap_Predition Bandgap of binary calculated by DFT Binary chemical formula

DFT_Ternary_Bandgap_Predition Bandgap of ternary calculated by DFT Ternary chemical formula

DFT_Quaternary_Bandgap_Predition Bandgap of quaternary calculated by DFT Quaternary chemical formula

DFT_Binary_Formation-Energy_Predition Formation Energy of binary calculated by DFT Binary chemical formula

DFT_Ternary_Formation-Energy_Predition Formation Energy of ternary calculated by DFT Ternary chemical formula

DFT_Quaternary_Formation-Energy_Predition Formation Energy of quaternary calculated by DFT Quaternary chemical formula



Band Gap Predictor



SimPL-ML : Band Gap Predictor(1)

클릭(1)

Quaternary 화학식 입력

클릭(2)

Band gap 결과 확인!

기존 예측 결과

기존 예측 결과

 금속/비금속 분류 모델 및 Binary, Ternary, Quaternary 무기소재 밴드갭 예측 모델 제공.

 모델 선택화학식 입력(구조정보 필요없음) ‘Predict‘ 클릭예측결과 누적표시

(예측결과 간의 비교 용이) 



SimPL-ML : Band Gap Predictor(2)

 대표적인 Binary, Ternary, Quaternary 무기 재료들에 대한

실험밴드갭(Eg,exp), 계산(DFT)밴드갭(Eg,PBE), ML-예측

밴드갭(Eg,XGB , Eg,SVR) 결과 비교.

 SimPL-ML 이 제공한 밴드갭 예측값(Eg,XGB, 노란색 바)이

실험값(Eg,exp, 주황색 바)과 가장 잘 일치함을 확인.

 대부분의 경우에서, 기존 참고문헌 예측결과, Eg,SVR 보다 더욱

정확한 예측 결과를 제공. (J. Phys. Chem. Lett. 2018, 9, 7, 1668–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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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Dataset을 활용하여 ML Model 생성 및 저장, 활용 용이.

 Atomic Feature Auto-Generation기능, Hyper Parameter Optimization기능, 

Feature/Target 선택 기능 등을 통해 Feature engineering 및 이를 통한 예측 모델

최적화 가능.

 Binary, Ternary, Quaternarty 무기소재에 대한 최적화된 밴드갭 예측모델 개발 및

플랫폼 탑재 완료.

 사용자 요구에 맞춘 지속적 Dataset 및 예측모델 확장 가능.

 플랫폼 소개 논문 제출 (“An Easy, Simple and Accessible Machine Learning 

Platform, SimPL-ML”, submitted)

SimPL-ML 플랫폼 : 요약



SimPL-ML 플랫폼 사용법 동영상



감사합니다.


	나노소재 정보학 응용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슬라이드 번호 2
	슬라이드 번호 3
	슬라이드 번호 4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슬라이드 번호 7
	슬라이드 번호 8
	슬라이드 번호 9
	슬라이드 번호 10
	슬라이드 번호 11
	슬라이드 번호 12
	슬라이드 번호 13
	슬라이드 번호 14
	슬라이드 번호 15
	슬라이드 번호 16
	슬라이드 번호 17
	슬라이드 번호 18
	슬라이드 번호 19
	슬라이드 번호 20
	슬라이드 번호 21
	슬라이드 번호 22
	슬라이드 번호 23
	슬라이드 번호 24
	슬라이드 번호 25
	슬라이드 번호 26
	슬라이드 번호 27
	슬라이드 번호 28
	슬라이드 번호 29
	SimPL-ML 플랫폼  사용법 동영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