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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xamined a machine learning method to extract the atom-pair interaction potential energy in
materials. The data for the atomic structures and the corresponding total energies were generated
by using the ab-initio molecular dynamic simulation, by which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was trained to predict the total energies of the materials. Two ANNs were assigned: one to simulate
(i) the dependence of the atom-pair interaction energy on the distance between the nearest atoms
and the other to simulate (ii) the angular distortion energy. We found that compared to the true
energies the total energies of Si could be successfully predicted with an error of about 1 meV/atom
for atomic structures generated at 300 K, and that the dependence of the atomic interaction energy
on the distance and the angular distortion energy could be obtained by training an ANN for atomic
structures of various volumes.
PACS numbers: 71.15.Pd, 61.50.Ah, 82.20.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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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구조 빅데이타의 인공신경망-기계학습을 통한 고체의 에너지 계산 방법 및 고체내
원자간 상호작용 포텐셜 도출 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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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형 기계학습법을 사용하여, 인경신경망에 원자간 상호작용 포텐셜을 계산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제일원리 분자동역학 계산을 통해, 1만개 이상의 원자구조를 만들고, 각 구조에 대응하는 총에너지를
이용하여, 지도학습을 통해, 인공신경망이 원자간 상호작용에너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두 가지
형태의 인공신경망 : 원자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기술하는 신경망과 원자결합각도 변화에 따라
에너지 변화를 기술하는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였다. 실리콘 반도체 물질에 이 방법을 적용하여, 총에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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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V/atom의 정확성으로 예측 가능한 것을 알았다. 본 기계학습을 통해 실리콘 내 원자간 상호작용
포텐셜을 구할 수 있었다.
PACS numbers: 71.15.Pd, 61.50.Ah, 82.20.Kh
Keywords: 신경망, 원자간 포텐셜, 기계학습, 총에너지, 실리콘

I. 서 론

중요한 계산이 아니고, 오직 총에너지 값만 중요하기 때문
에, 총에너지만 제공하는 인공신경계산법이 최근 중요하게

두 뇌 를 흉 내 낸 인 공 신 경 망 (Artificial neural network,ANN)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 ANN은 다양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융통성 있는 기능을 가진 블랙박스
이다. 따라서, ANN을 이용하여, 기계학습을 수행하면, 특
정 문제에 적합한, 특정 기능을 가진 ANN을 만들 수 있다.
전산을 이용한 물리 문제 계산은 때로 복잡하여, 계산시간
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특히 양자역학 방정식을 사용
하는 물질 계산의 경우, 전자파동함수 계산을 위한 시간이
엄청나다. [1] 그리고, 물질 셀내 원자 수의 증가에 따라, 계
산시간은 엄청나게 증가한다. [2] 이때, 신경망 기계학습을
시키면, 물리계에 적용되는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복
잡한 방정식을 풀지 않고도, 원하는 특정 해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만들 수 있다. [3] 물론, 근원적 물리 방정식의 해를
이용하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알아낼 수
있지만, 특정 성질만 알 필요가 있는 경우, 특성 성질만 계산
유추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을 지도학습을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다. 최근 컴퓨터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인
공신경망을 쉽게 다룰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기에, 최근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기계학습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제일원리전자구조-총에너지 계산법은 물질의 물성을 이
해하는데, 현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 이 계산
법을 이용하여, 전자상태의 파동함수와 에너지를 계산하고,
이를 총합하여, 물성계의 총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이
계산방법은 물질 내 전자상태와 에너지에 대한 매우 정확한
계산 결과를 제공하기에, 물질의 다양한 격자구조와 결함,
불순물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에, 물성을 이해
하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연구 도구가 되었다. 최근에는 본
계산을 통해 신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예측하는 물질 제놈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계산법의 문제 중 하나는
전자파동함수 계산에 계산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있다. 제
일원리 총에너지 계산시간은 각 원자구조 셀 (cell) 의 내부
원자 수 (N ) 의 3승에 비례하기에, 복잡한 구조의 물질의
원자구조를 찾는데 엄청난 계산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용
성을 상실한다. [2] 이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써 인공
신경망 기계학습법을 이용하는 연구가 실행되고 있다. [3]
물질 구조 검색에는 전자구조 및 전자의 파동함수 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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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받고 있다. 인공신경망을 이용할 경우, 계산시간이 N
에 비례하도록 하면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신경망이 적용되기 전에는 원자간 유효상호작용 포
텐셜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4–7] 이 방법은 주로, 원자 수가
엄청 많은 계의 분자동역학계산 (MD) 을 위해서 도입되었
다. 이 방법은 여러 개의 파라메트로써, 특정 함수형태의
경험적 포텐셜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포
텐셜을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많다. 특정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계산시간은 적게 걸리는 이점이 있으나, 일반적 다
양한 물질 내 원자 환경에 적용할 때 계산 오차가 큰 단점
이 있다. 따라서, 적절한 포텐셜 함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아, 많은 try-and-error과정을 거쳐야 하며, 복잡한 원자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포텐셜이 매우 복잡해지고, 단순한
함수로 기술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찾는데 여러
과정을 거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제대로 된 유효 포텐셜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인공지능망을 사용하는 방법이 분자동역학 계산에도
효과적이다. 인공신경망은 특정 형태의 함수형태의 포텐셜
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공신경망은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메트릭스의
성질을 가지는 블랙박스와 같다. 그리고 인공신경망네트내
노드 간 연결 파라메트를 변화시키면서, 신경망에 새로운
다양한 기능성 부여할 수 있다. 인공신경망을 물질의 총
에너지 계산에 적용하는 방법은 Behler & Parrinello (BP)
에 의해 개척되었다. [2]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는 방법은
이들에 의해 개발된 방법 (BP방법) 의 변종이다. [8–15] 이
들은 제일원리계산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원자구조와
총에너지를 이용,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 데이터를 신경망에
기계학습시켜, 신경망으로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개척
하였다. 신경망 기계학습법을 적용하여, 분자동역학계산을
수행하여, 300K의 상온에서 수행한 결과 제일원리 계산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였으며, 이 계산은, 기존
경험적 포텐셜을 이용한 방법에 비교하여, 그 계산 정확도의
측면에서, 그리고 편리성의 면에서 크게 개선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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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gradient correction 방법으로 반복 조정하여, [16,17] 이들
인공신경망 파라메트의 수렴 값을 찾게 된다. 이를 통해, 인

현재 사용되는 방법을 요약하면, [2] 각 원자 주변에 어떤

공신경망 예측값과 DFT에너지값에 차이를 최소화시킨다.

반경을 지정하고, 이 반경 내 존재하는 모든 원자를 선택한

여기서, 오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입력값

다. 이들 이웃 원자가 각 원자의 국소에너지에 기여한다는

과 출력값을 정의하는 문제가 신경망 이용 및 기계학습에서

관점에서, 각 원자의 국소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

중요하다. 기존 BP방법에서는 출력값은 원자 당 국소에

한다. 이 원자국소에너지를 합성하면, 물질의 총에너지를

너지다. [2] 이 국소에너지를 합하여 총에너지를 구한다.

계산할 수 있다. 이들은 물질의 원자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오차는 이 총에너지와 실제 총에너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바뀌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총에너지 계산방법을 연구하였

중요한 것은 입력값이다. 기존 방법에서는 원자 한 개를

다. 즉 어떤 원자 주변 원자 개수가 3개 또는 4개 혼합된

선택하고, 그 원자 주변 원자들 (Na 개) 과의 거리를 모두

경우에서 총에너지를 신뢰성 있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산에 넣는다. 각 거리에 간단한 형태의 대칭함수[g(r)]를
∑N
사용하여, [2] 신경망 입력값 G = i a g(ri ) 를 계산한다.

연구하였다.
기존 방법은 고체의 에너지를 원자단위로 나누어, 원자

여기서 Na 는 반경 Rcutoff 내 a-원자주변 원자 수이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각 원자의 국소에너지를 인공신경망

대칭함수를 적절히 잘 사용하면, 수렴시간을 크게 줄일

학습법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즉 고체의

수 있고, 빠른 시간내 정확도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총에너지는

여러 개의 대칭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
Esolid =

N∑
atom

율적이다. 즉, 각각의 대칭함수 gk 에 대해 원자 당 각각 한
∑N
개씩 G = i a g(ri ) 값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보다 많은

Ea

입력 노드 값이 정해진다. 이 방법을 보면 원자 주변 환경을

a

본 연구에서 우리는 기존 방법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법인 regression 형 신경망 학습방법을 사용하는

적분하여 대칭함수를 거쳐 파라메트 한 개씩으로 변형해
주는 방법이다.

것이다. 원자간 거리의 함수로써 원자간 상호작용 에너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 방법보다 미시적이다.

를 고려한다. 상호작용에너지 함수를 신경망으로 표현하는

국소에너지를, 기존 방법에 비교하여, 보다 미시적으로 세

regression 방법은 쉽게 말하면, 1차원 곡선 V = f (r) 함수

분하여, 물질 내 원자와 원자간 결합 및 결합 각도에 국소에

를 신경망으로 재현하는 것과 같다.

너지를 부여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즉


N∑
N∑
all∠s
atom
bond
∑ ang
bond

Esolid =
Ea,j
+
Ea,ij 

신경망은 이웃 층 (layer) 간 노드 (k − 1)-노드 (k) 연결
k−1,k
파라메트 ωij
와 k-층에 대한 bias bk 로 정의된다. k

층에서 j-번째 노드에서의 값은
∑

a

ij

여기서 1항의 에너지는 원자간 결합에너지이고, j 는 a-원자

Nk−1

Gkj =

j

k−1,k k−1
ωi,j
Gi + bk

최근접 이웃 원자를 가리킨다. 두번째 항은 결합각도 에너

j

지이고, i-결합과 j-결합간 각도의 함수로 나타나는 에너지

이고, 이것은 각 노드에 입력되는 값이고, 각 노드에서 출

이다.

력값은 이 입력G 값에 activation function (f ) 을 작용하여

최근접 원자간 상호작용에너지를 원자간 결합 거리 r 의

만든 값 f (Gaj ) 이다. activation 함수로 1,2층에 대하여는

함수로써 표현하고, 두 번째 근접 원자간 상호작용을 결합

sigmoid 함수, 마지막 층에 대하여는 입력값을 바로 출력하

각도 에너지를 각도의 함수로써 표현한다고 가정하고, 회

는 선형함수를 사용하였다.

k−1,k
와
ωij

k

bias b 는 인공신경

귀방법에 따라, 이 두 가지 상호작용에너지를 인공지능망
기계학습을 통해 계산한다. 회귀방법으로 기계학습 하는

망을 정의하는 파라메트이다.
그리고 신경망 출력단에서 출력되는 값은 각 원자 주변

과정에서, 계의 총에너지에 기여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할

결합의 국소에너지이다. 모든 원자에 대하여 계산하여, 합

수 없다. 따라서, 일부 중요 요인만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 총 에너지 값을 예측하고, 이 값을 실제 DFT 총에너

실제값과 신경망 값간 차이를 피할 수 없지만, 최소화시키는

지 계산 결과와 비교하는 지도학습방법을 수행하였다. 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

k−1,k
력단의 오차를 ωij
에 비례하게 각 노드 연결선을 따라

분배한다. 오차값은

k−1,k
ωij
를

고체 내 모든 결합길이 rai 또는 θaij 가 각각 하나씩, Fig.

수정하는 데 사용한다. 이러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인공신경망에 입력되고, 출력은 원

baj 를

자-원자간 결합 국소에너지 Ebond (rij ) 및 결합각도 변형

한 back-propagation(역전) 과정을 통해 ωij 와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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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 for the machine
leaning of total energy of Si using neural network with
regressive property.

Fig. 2. (Color online) Comparison of the conventional
Behler-Parrinello method and the present method for the
neural network set-up.
에너지 Eang (θijk ) 이다. 이러한 두 가지 국소 상호작용에
너지의 기술에 각각의 N NB , N NA 신경망을 이용한다. 원
자간 상호작용 에너지 Ea,bond 는 단순하게 원자간 거리에
의존한다고 가정하여, 모든 원자결합에 동일한 인공신경망
(N NB )을 지정한다. 그리고 Ea,angular 또한 결합 각도에만
의존한다고 가정하고, 모든 결합 각도에 대해 동일한 인공
신경망 (N NA ) 을 지정한다. 모든 원자 주변에서 이들 에
너지를 모두 합하고, 원자에너지를 합하여, 물질의 총에너
지를 계산한다. 각 원자간 거리에 하나의 파라메트를 만들
어, a-원자 주변 k-번째 원자결합에 대한 원자간 거리 rk 에
symmetry function gi 를 적용하여, 보다 미시적 파라메트
Gaik = gi (rk ) 를 신경망에 입력한다.
기계학습이 완료되면, 역으로, 거리 변화에 따른 원자간
상호작용에너지 (Ea,bond ) 를 인공신경망 계산을 통해 도출
할 수 있다. 또한 원자 주변의 원자간 결합 (bond) 각도를
고려하여, 각도변형 에너지(Ea,angular )를 인공신경망을 통
해 기술한다. (이것은 2차근접상호작용을 기술한다.)
본 방법의 장점은 기계학습법을 통해, 1) 물질내 원자간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포텐셜 곡선을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III. 계산 결과 및 논의
고체의 총에너지 상태 기술 및 원자간 상호작용 포텐셜을
도출하는 본 연구 방법을 Si의 총에너지 계산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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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을 위한 원자구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특정
온도에서 분자 동역학 계산을 이용하였다. Si 원자 32개를
포함하는 슈퍼셀을 만들고, 300 K 상온 및 950 K 고온에서
분자동역학 계산을 수행하여, 1만 개 정도의 원자 위치가
다른 구조를 만들고, 각각의 총에너지를 계산하여, 지도학
습과정을 수행하였다. 기계학습 과정을 통해, 원자간 상호
작용에너지를 기술할 수 있는 최적화된 인공신경망을 구하
였다.
먼저, 물질에 대해, 고온에서 Molecular dynamic 모의계
산을 통해 많은 원자구조와 대응하는 총에너지를 계산하여,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 집합을 만든다. 이 데이터 집합을
이용하여, 기계학습을 시켰다. 우리는 물질 내 어떤 원자
하나를 선택하고, 그 원자 주변에 있는 원자를 찾고 원자간
거리를 계산한다. 전자의 최근접 원자간 상호작용을 기술
하기 위해, 원자간 결합길이를 파라메트로 인공신경망에
입력하고, 결합각 에너지 계산을 위해, 결합 각도를 인경신
경망에 입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경망은 22개의
노드로 3개 층으로 구성된다. 인공신경망의 출력값은 전자
는 원자간 상호작용에너지, 후자는 결합각도 에너지이다.
이들 모든 에너지를 합하여, 고체의 총에너지를 추측한다.
이 총에너지를 실제 총에너지와 비교하여, 기계학습을 수
행하였다.
제일원리 분자 동역학 계산과 총에너지 계산을 위해 총
에너지는 VASP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17,19]. 밀도함수
이론 계산을 위해 Perdew-Burke-Ernzerhof (PBE) 교환상관 함수 [20]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generalized gradient
근사 (GGA) [21]를 사용하였다. 슈도포텐셜에는 projector augmented wave potentials (PAW) 방법을 이용하였
다 [22]. 다이아몬드 구조의 Si 원자를 포함하는 슈퍼셀을
만들었다. 이때 단일점 (1/4,1/4,1/4)-k-point를 이용하여,
Brillouine Zone 적분을 대신하도록 하여, 전자에너지 합을
계산하였다.
기계학습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신경망을 이용하여, 계
산한 신경망-총에너지와 제일원리 양자계산을 통해 구한
실제 총에너지를 비교한 결과를 Fig. 3에 보여 준다. 먼저,
평형상태의 체적에서 여러 가지 온도 (300 K, 500 K, 700
K) 에서 분자동역학 계산을 수행하여, 원자구조 데이터와
에너지 데이터를 만들어 기계학습을 수행하여, 인공신경망
을 만들었다. 인공신경망을 통해, 계산한 고체의 총에너지
와 제일원리 양자계산을 통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rootmean-square 오차는 300 K, 500 K, 700 K에서 각각 0.89
meV/atom, 1.84 meV/atom, 2.35 meV/atom으로 나왔다.
기계학습 후 인공신경망으로 계산되는 총에너지가 실제
값과 잘 일치함을 보여 준다. 하지만, 온도 상승에 따라
원자 변위가 크게 됨에 따라, 계산 결과의 오차가 조금씩

402

New Physics: Sae Mulli, Vol. 70, No. 5, May 2020

Fig. 3. (Color online) The true DFT total energies of
Si and the predicted values by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optimized through the machine learning are
compared. Many atomic structures and the DFT total
energies were generated by the molecular dynamic simulation.

Fig. 5. (Color online) The true DFT total energies of
Si and the predicted values by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optimized through the machine learning are
compared. Here, many atomic structures and the DFT
total energies were generated by the molecular dynamic
simulation at 300K using various volumes within ±5%
deviation from the equilibrium volume.

Fig. 4. (Color online) The root-mean-squared (RMS)
errors of the prediction by neural network for the total
energies of the Si atomic structures which were generated at various MD simulation temperatures are shown.
At the higher temperature, the fluctuation of the atomic
positions are greated and thus the RMS errors were increased, however the errors are still small within 2.4
meV/atom even at 700 K.

적화된 인공신경망을 찾았고, 이 신경망을 통해 계산한 고체
의 총에너지와 DFT계산을 통한 원래 에너지(true energy)
값과 비교하였을 때, root-mean-squared(RMS) 오차는 2.6
meV/atom으로 나왔다. 여러 온도에서 비교한 것 보다는
오차가 훨씬 작다. 총에너지의 두 가지 결과가 놀랍게도 서
로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인공신경망
기계학습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져, 다양한 체적의 고체에
대해서도, 총에너지 계산이 매우 정확함을 보여 준다.

IV. 원자간 상호작용 포텐셜 계산
증가하였지만, 700 K 온도까지. 인공신경망 기계학습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져, 고체의 총에너지 계산이 매우 정확
함을 보여 준다. 본 인공신경망에 의한 총에너지 계산값은
상온에서 발생하는 작은 변위를 가진 원자구조에 대하여
실제값에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700 K 고온에서는
원자 위치의 변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이때 신경망 계
산 값이 제일원리 계산의 실제값에 대한 차이가 상대적으로
약간 크게 나오지만, 여전히 두 가지 계산 값이 상당히 잘
일치함을 보여 준다.
둘째로 Fig. 5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실리콘 고체에
대해 여러 가지 체적에서 300K 온도에서 분자 동역학 계산
을 수행하여, 원자구조 데이터와 총에너지 데이터를 만들어
인공신경망-기계학습을 수행하였다. 체적은 평형상태의 격
자상수(a0 )에서 격자상수를 a0 (1 ± 0.017n)식으로 변화시
켜, 여러 가지 체적에서 계산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n =0,
1, 2, 3. 이들 DFT계산 결과를 기계학습과정을 통하여 최

본 기계학습과정을 통해, 두 가지 국소에너지 함수
Ebond (rij ) 와 Eang (θijk ) 를 구할 수 있다. 이 함수를 통해,
미시적 힘과 원자간 상호작용 포텐셜을 이해 할 수 있다.
전자는 최근접 원자간 상호작용 포텐셜이고, 후자는 원자
주변 각도 변화에 따른 포텐셜 변화를 표현한다. 따라서, 본
계산을 통해 미시적 원자간 힘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이것은 본 기계학습 방법이 회귀방법에 기초한 기계학습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적화된 인공신경망을 이용
하여, Si내 원자간 거리 변화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계산한
결과를 Fig. 6-(a)에 보여 준다. 유사하게 결합각도 변화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계산하여 Fig. 6-(b) 에 보여 준다.
계산상 Si의 이상적 결합길이는 2.370 Å인데, 신경망에
의해 계산된 결합길이 포텐셜의 최솟값이 2.366 Å으로 매
우 잘 일치한다. r < 2.1 에 대해 오차가 커지는데, 이 거
리에 대해서는 기계학습 training data가 없으므로, 계산

Calculation Method of Total Energy and Atomic Interaction · · · – Doukyun Kim · Chul Hong Park

403

통해 계산한 결과 300 K 온도에서 적은 원자위치 요동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기존 방법에 비교하여, 보다 정확하게
기술 할 수 있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 변위가 커지
면서 기계학습 오차가 증가하였으나 오차의 평균값이 2.4
meV/atom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상당히 정확한 기계학
습 결과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원자 주변 원자간 거리를
Fig. 6.
(a) The atomic pair interaction potential
Ebond (r) depending on the atomic distance obtained
through the machine learning process using neural network are shown, and (b) the variation of the local energy
Eang (θ) depending on the bond-angle is shown.

각각 고려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물질내 원자간 상호
작용을 기술하는 포텐셜 곡선을 계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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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작아질 때가 에너지 변화율이 커질 때에 비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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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인다. 본 신경망 학습 결과는 반도체 물질의 Si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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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원자간 상호작용은 상당한 먼
거리까지 작용한다. 하지만, Si 반도체에 적용하면, 최근접
원자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기계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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