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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통적인 재료설계는 다음과 같은 반복적인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1) 설계 요건 정의하

기 2) 프로토타입 만들기 3) 재료의 특성 측정

하기 4) 성능향상을 위해 디자인 변경하기 5) 

3-4를 반복하여 목표성능 맞추기. 이러한 재료

설계 과정은 수학적인 관점에서 설계 공간 탐

색(design space exploration) 문제로, 정의한 

공간상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해를 찾

는 최적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탐색 문제를 푸는 것은 쉬운 일이 아

니다. 반복적인 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많은 비

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특히 복잡한 

구조의 재료에서는 다양한 파라미터로 인한 

조합의 수가 너무 커 한정된 시간 내에 가능한 

조합을 모두 찾아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전과 시뮬레이션 기술

의 개발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설계 

공간을 빠르게 탐색함으로써 기존에 없었던 새

로운 소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점 더 고

차원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여전히 비용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의 직관에 기반한 해석 모

델은 실패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우리는 ‘데이터 기반 과학’이라는 새

로운 패러다임을 이용할 수 있고, 이 때 데이터

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1].

한편 기존 재료설계 방법의 또 다른 문제는 

설계가 연구자의 직관과 경험에 편향(bias)되

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연구자가 정의한 설

계 공간을 한정해 최적 디자인을 찾기 어렵게 

한다. 이전에 제시된 재료와의 유사성으로 약

간의 성능 상승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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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혁신적인 성능의 재료를 찾기 위해 인

간의 직관에는 반하는, 더 넓은 설계 공간을 탐

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반대 방향의 

접근을 통해 원하는 특성을 갖는 재료를 정하

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역설계(inverse design)라 한다. 역설계의 그림 

1의 예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나노

구조를 설계해 광학 소자로 이용되는 파장 디

멀티플렉서(wavelength demultiplexer)를 작

고 효율적인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2]. 목표 성능은 파장이 다른 두 빛

이 서로 다른 포트로 통과하는 것이다. 역설계 

방법을 이용해 제작된 최종 디자인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비직관적인 구조를 가지면

서 직관 기반의 디자인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인다. 최근 역설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 

많은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역설계 관련 인

터페이스를 제공해 쉽게 설계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하고 있다 [3].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역설

계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머신러닝이 주

목받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머신러닝은 재료

과학 분야 연구에 폭넓게 도입되기 시작했고, 

특히 재료설계 문제를 풀기위해 데이터로부

터 최적 구조를 얻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

다 [4].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 중에 특히 신경

망(neural network) 모델이 많이 사용되고 있

다. 신경망은 기존의 데이터를 통해 재료의 구

조와 특성 간의 관계를 학습하여, 새로운 재료

의 구조를 입력받아 실험이나 시뮬레이션 계

산 없이 재료의 특성 및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신경망 기반 재료설계는 분자 설계 분

야 [5], 나노광학 분야 [6] 등 재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나노광

학 분야는 리소그래피 기술의 발달로 나노스

케일의 자유로운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역

설계를 통한 나노광학 소재설계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 우리는 나노광학 분야에 한정해 신

경망을 재료설계 문제에 적용한 연구를 요약

하겠다. 먼저 신경망의 작동원리를 설명하고 

기본적인 신경망부터 고급 신경망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모델이 어떻게 나노구조 설계를 가

능하게 하는지 기술할 것이다.

그림 1 ▶  (a) SEM Image of the fabricated wavelength demul-

tiplexer and (b) numerical simulations of the energy 

flow at the two operating wavelenghts. Adapted from 

[2] by permission from Springer Nature: Nature Pho-

tonics, Copyright (2015).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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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경망 원리 및  

재료설계로의 응용

먼저 신경망의 핵심 원리를 설명하고 신경망 

모델을 기반으로 어떻게 최적의 나노광학 재

료를 찾을 수 있는지 설계 방법을 기준으로 분

류하여 기술하겠다.

2.1 신경망의 작동 원리

신경망의 핵심은 생물학적 신경망과 같

이 뉴런(neuron)이다. 뉴런은 수학적인 함

수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림 2와 같이 여러 

개의 입력을 받아 하나의 결과를 낸다. 뉴런

은 입력값  와 weight 행렬 

 의 행렬곱을 하고 bias b와 

더한다. 그 결과를 활성 함수(activation func-

tion) 에 통과시킨다. 따라서 출력값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 신경망 모델은 생물학적 뉴런을 모

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7]. 실제 뉴런이 시냅

스의 연결 강도를 바꾸는 것과 유사하게 인공 

뉴런은 weight와 bias를 바꿀 수 있다. 뉴런은 

주어진 입력값과 신경망의 weight에 따라 특

정 결과를 내놓는다.

초기 신경망의 하나인 Rosenblatt의 퍼셉트

론(perceptron) 모델은 한 개의 뉴런과 step 함

수를 활성함수로 가진다. weight가 곱해진 입

력 신호가 양수이면 +1, 음수이면 -1을 반환한

다 [8]. 다시 말해 퍼셉트론은 수학적으로 선형 

이진 분류기(linear binary classifier)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모델의 weight와 bias를 

조절함으로써 두 카테고리의 선형 경계선으로 

작동한다. 

그림 2 ▶ The artificial neuron. The output is a weighted sum 

of the inputs passed through a nonlinear activation 

function.

그림 3 ▶  (a) The Rosenblatt's perceptron, (b) this model can 

separate two categories. However, it cannot deal with 

non-linearly separable problem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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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퍼셉트론 모델에는 한계점이 있다. 

퍼셉트론은 선형 경계선만 그릴 수 있기 때문

에 선형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분류(classifica-

tion) 문제들은 풀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그

림 3(b)와 같은 XOR 문제는 선형 경계선만으

로는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은닉층(hidden layer)이라는 새로운 

층이 쌓인 다층 구조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모

델을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이

라 한다. 이 모델은 그림 4(a)에 나타나 있고 현

대의 기본 신경망 구조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은닉층이 있는 경우 첫 번째 층의 출력 값이 

따라서 두 번째 층의 입력값이 된다. 두 번째 

층의 출력값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은닉층 개수를 더욱 여러 

층으로 늘려 더욱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

경망을 만들 수 있다. 최초의 입력값은 여러 

층의 weight 와 활성함수를 지나며 값이 변환

된다. 이러한 변환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복잡

한 매핑 (mapping)이 가능하게 되어 그림 4(b)

와 같이 복잡한 분류 문제도 풀 수 있다 [9]. 은

닉층이 많아지면 신경망이 깊어진다고 표현

하며 이런 깊은 신경망에 대한 학습을 딥러닝

(deep learning)이라 한다. 

지금까지 분류 문제에 대해서만 다루었지만 

분류뿐만 아니라 특정한 실수 값을 예측하는 

회귀(regression) 문제도 신경망을 이용해 예측

할 수 있다. 분류와 회귀는 본질적으로 같은 지

도학습 문제이다. label이 있는 데이터를 통해 

올바른 예측을 할 수 있도록 weight와 bias를 

튜닝할 수 있다.

한편, 신경망 모델의 학습능력은 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다. 다층 퍼셉트론 모델은 수학적

으로 universal function approximator로, 한 층 

이상의 은닉층과 충분한 개수의 뉴런이 있다

면 임의의 연속 함수를 원하는 정확도로 근사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10]. 

2.2 다층 퍼셉트론 기반 나노구조 설계

나노광학은 나노 스케일에서 빛-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나노광학 재

료(nanophotonic materials)는 구성하는 물질

과 기하학적 구조에 따라 다양한 광학적 특성

을 나타낸다. 나노광학 재료의 대표적인 예로 

그림 4 ▶  (a) Multilayer perceptron, (b) this neural network ar-

chitecture can separate any kind of dat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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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박막(multilayered thin film), 나노 파티클

(nano particle), 광결정(photonic crystal), 메타

물질(metamaterial), 메타표면(metasurface) 등

이 있다. 

나노광학 재료의 설계문제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나노광학 재료설계는 맥

스웰 방정식을 컴퓨터를 이용해 계산하는 시

뮬레이션 과정이 동반된다. 반복적인 시뮬레

이션은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설

계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둘째, 설계한 

구조의 특성은 계산을 통해 얻을 수 있고, 유

일(unique)한 반면, 특정 광학적 특성을 가지

는 나노구조는 여러 개 일 수 있다. 이러한 설

계 문제의 특성을 비유일성(non-uniqueness)

라 한다. 비유일성 문제는 신경망을 이용한 학

습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림 5는 구조-특성의 정

방향 신경망과 특성-구조의 역방향 신경망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11]. 특성-구조 신경망 구

조의 학습은 비유일성의 특성으로 인해 어렵

기 때문에 역설계 계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

법이 필요하다.

비유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층 퍼셉트

론 구조에 기반한 다양한 나노구조 설계법이 

제시되었다.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면 1) 학습된 

신경망을 시뮬레이터로 이용하는 방식, 2) 역

설계를 위한 새로운 신경망 구조를 제안하는 

방식, 3) 기존 최적화 방법과 통합하는 방식 등

이 있다. 

신경망 기반의 구조-특성 예측모델이 정확

하다면 최적 구조 탐색에 신경망을 직접 이용

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대로 신경망을 이용

한 나노구조의 광학적 특성 예측은 시뮬레이

션 계산보다 훨씬 빠르게 가능하고, 전체 모델

이 해석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분 기반 최

적화 방법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림 6(a)

는 다층으로 이루어진 나노 파티클의 각 층의 

두께를 입력값으로 하여 파장에 따른 scatter-

ing cross section을 예측하는 다층 퍼셉트론을 

나타낸다 [12]. 충분한 데이터를 이용해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고, 광대역 산란 특성을 갖는 구

그림 5 ▶  (a) Structure-property and (b) property-structure net-

work architecture.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11]. Copyright 2018 American Chemical Society.

a b

그림 6 ▶  (a) Neural networks for predicting scattering cross 

section of multilayer nanoparticle and (b) compari-

son of calculation speeds of simulations and neural 

networks. Adapted from [12]. Distributed under a CC 

BY-NC 4.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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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최적화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계

산은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점점 많은 계산시

간이 필요하게 되고, 대량의 계산이 필요한 최

적화 과정은 느려지게 된다. 반면 신경망을 이

용한 방식은 특성 계산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

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그림 6(b)).

한편 비유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운 신경망 구조인 tandem network가 제시되

었다 [11]. 그림 7과 같이 SiO2층과 Si3N2층이 번

갈아 있는 다층 박막 구조를 설계해 원하는 투

과 스펙트럼을 갖도록 하는 설계 문제를 풀 때,  

tandem network는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과정

을 거쳐 학습된다. 1) 먼저 구조가 입력값으로, 

특성이 출력값인 일반적인 정방향 신경망을 학

습시킨다. 2) 학습한 신경망의 입력층 앞에 특

성에서 구조로 진행하는 새로운 역방향 신경망

을 연결하여 학습시킨다. 이 때 기존의 정방향 

신경망의 weight 값들은 고정 시킨 채로 역방향 

모델을 학습시킨다. 최종 입력층과 출력층은 

모두 투과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비유일성 문제

가 생기지 않게 된다. tandem network 구조는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메타표면을 이용한 칼라필터 최적화에도 성공

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13]. 

앞서 소개한 연구들은 학습된 신경망을 시뮬

레이션 대신 특성 계산에 직접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경망은 실제 함수의 근사모델이기 

때문에 모델의 예측 오류가 항상 존재한다. 일

반적인 신경망 모델에서 새로운 입력값에 대

한 출력값이 얼마나 정확할지 알기 어렵다. 모

델의 예측 오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망 모델을 진화 알고리즘과 결합하는 연

구도 보고되었다 [14]. 신경망 모델을 실제 계

산해야 할 구조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surrogate 모델로 이용하여 최적 구조를 

찾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3.  고급 신경망 구조를 이용한 

설계

3.1 컨볼루션 신경망

다층 퍼셉트론 모델은 이미지와 같은 고차원 

데이터를 다룰 때 성능적 한계가 있다. 이것을 

그림 7 ▶  (a) Multilayered thin film nanostructure and (b) tan-

dem network architecture. Reprinted with permis-

sion from [11]. Copyright 2018 American Chemical 

Society.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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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기 위해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그래프 신경망(graph neural net-

work), 적대적 생성 모델(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등 다양한 구조가 제시되었고 다양

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

였다. 나노구조를 설계하는 문제에도 고급 신

경망을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고, 특히 컨

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하는 연구가 많이 보고

되었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1989년 컴퓨터과

학자 Yann LeCun 교수가 제안한 신경망 구조

로, 2012년 이미지넷 대회에서 우승하며  딥러

닝 분야 성공의 시작을 알렸다. 컨볼루션 신경

망은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1) weight 공유 

2) 로컬 영역 연결성 3) 풀링(pooling) 기법 4) 

다층 구조 이다. 다양한 컨볼루션 신경망 구조

가 제안되었으며, 이미지 데이터의 분류, 검출

(detection), 분할(segmentation) 등에 탁월한 성

능을 보인다 [9]. 

앞서 설명한 연구들은 모두 특정 나노구조

의 기하 파라미터의 값을 입력으로 하는 방식

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하

구조의 최적 파라미터 값을 찾는 방식이기 때

문에 여전히 우리의 직관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하면 특정 구조

에만 적용 가능했던 기존 방식을 넘어 임의의  

그림 8 ▶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predicting near-field distribution and. (b) comparison of the field prediction of simu-

lations and neural networks.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15]. Copyright 2020 American Chemical Society.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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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구조에 대한 특성 예측 및 역 설계가 가능

하다. 먼저 시뮬레이션 영역을 이산화(discreti-

zation) 하여 그리드(grid)를 만들면, 구조 정보

를 이미지를 다루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 컨볼루션 신경망을 학습하면 근접장 

분포 예측에 필요한 특징(feature)들을 사람의 

직관없이 찾아낸다 [15].

광학근접장의 정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

다면, 나노 구조체의 다양한 광학적 특성을 직

접 계산할 수 있다. 그림 8은 컨볼루션 신경망

을 이용해 근접장을 예측하는 구조를 나타낸

다. 출력값은 각 위치에서의 전기장 값 Re[Ex], 

Re[Ey], Re[Ez], Im[Ex], Im[Ey], Im[Ez]로 총 6개의 

출력층을 갖는다. 기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의 이미지 분할 문제를 위치별 근접장 값을 예

측하는 회귀 문제로 변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8(b)는 얇은 금 박막으로 이루어진 나노 

구조체의 근접장을 시뮬레이션 결과와 신경

망을 이용한 예측 결과와 비교하고 있다. 근접

장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local field enhance-

ment, scattering cross section, scattering pat-

tern등 다양한 광학적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있다. 

컨볼루션 신경망을 최적화 알고리즘과 결합

해 큰 카이랄성을 가지는 금속 메타표면을 역

설계 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16]. 최적화된 설

계는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하여 구조에 대

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직관적이지 않은 구조

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기존에 제시된 카이랄 

메타표면의 성능을 능가하였다.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한 나노구조 디자

인은 앞으로도 다양한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생성모델(generative 

model)과 결합하여 더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

라고 기대할 수 있다.

3.2 적대적 생성 모델

나노구조 디자인에 이용되는 또 다른 신경

망 모델은 적대적 생성 모델 (Generative Ad-

versarial Network, GAN)이다 [17]. GAN은 생

성자(generator)와 구분자(discriminator)로 불

리는 두 개의 신경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9(a)는 GAN 구조를 나타낸다. 생성자는 noise

로부터 실제(training examples)와 비슷한 데이

터를 생성(generated examples)하는 것이 목표

인 신경망이다. 구분자 신경망은 생성자가 생

성한 가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구분하는 

분류기이다. 두 네트워크는 서로 경쟁하는 방

식으로 동시에 학습하여 각자의 성능을 향상

시킨다. 예를 들어 GAN이 얼굴 이미지 데이터

셋을 학습한다고 가정하면, 학습 초기에는 생

성자가 형편없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구분자

는 진짜 얼굴 데이터와 생성된 얼굴 데이터를 

쉽게 구별 가능하다. 생성자는 학습을 통해 점

점 구분자가 구분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생성

하고, 구분자는 학습을 통해 구분 능력을 향상

시킨다. 최종적으로 학습이 끝난 생성자는 실

제 얼굴과 매우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

다 [18].

GAN은 랜덤 noise값을 입력으로 하여 새로

운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생성자가 어떤 

데이터를 생성할지 제어하기 어렵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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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을 재료설계에 이용한다면 원하는 특성을  

갖는 구조를 설계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9(b)와 같이 목표 성능

을 생성자 입력값과 학습 데이터의 label에 추

가한 Conditional GAN(cGAN)이 제시되었다 

[19]. label에 넣는 값을 통해 생성자의 출력값

을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노광학 재료

설계에서 label에 원하는 투과 스펙트럼이나 

작동 파장 등의 광학적 특성을 입력하면 상응

하는 나노광학 재료의 구조를 얻을 수 있다.

cGAN을 이용한 나노광학 재료설계는 최

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림 10은 cGAN을 

이용한 실리콘 격자구조 설계 방법을 나타내

고 있다 [20]. 목표 파장에서 특정 각도로 굴

절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설계 요건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cGAN 모델에서는 생성자가  

실리콘 격자구조를 만들고, 구분자는 주어진 

구조가 생성자가 만든 것인지 학습 데이터셋 

구조인지 구분한다. 학습이 끝나면 생성자가 

원하는 파장 및 굴절각을 가지는 격자구조의 

그림 9 ▶ (a)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architecture and (b) Conditional GAN architecture.

a GAN

b Conditional GAN

그림 10 ▶  Constrained GAN for material design.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20]. Copyright 2019 American 

Chemical Society.works.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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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

서는 원하는 투과 스펙트럼을 갖는 메타표면

을 생성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21]. 

4. 맺음말

머신러닝 기술을 재료설계에 적용하는 시도

는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였다. 본고에서

는 원하는 광학적 특성을 갖는 나노구조체를 

찾기 위한 역설계 방법에 신경망 기술이 어떻

게 이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머신러닝에 

기반한 설계 방법은 기존의 전통적인 최적화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머신러닝을 이용한 설계는 여

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대부분의 연구

는 수만 개 이상의 학습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생성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문제에서 컴퓨터 

자원의 한계로 인해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기 

어렵다. 둘째로 학습에 기반한 역설계는 좋은 

성능을 가진 최적 설계 구조를 구할 수 있지만 

왜 그 구조가 최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

다. 최신 고급 딥러닝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

전하면서, 이러한 문제들도 극복 할 수 있을 것

이다. 예를 들면 적은 데이터 양으로도 학습을 

할 수 있는 few-shot learning,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interpretable learning 모델 등을 이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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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신 종 화

학력 2001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2003년   Stanford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2008년   Stanford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경력 2012년 ~ 2017년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2017년 ~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