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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은 기계

번역, 자율주행, 스마트홈, AlphaGo(인공지능 바둑 프로

그램)1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화학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이론이나 규칙에 의존하지 않고 빅데이터를 학습

하여 스스로 규칙을 찾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 반면에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은 이론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관련된 이론이 부재하거

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공지능은 [그림 1]과 같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ML)과 딥러닝(deep learning, DL)을 포함하

며,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의 사용 여부이다. 머신러닝 방법은 인공신경망

을 사용하지 않고 다수의 의사결정트리(decision tree)로

부터 분류 결과를 취합하는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RF)나 군집들을 분류하기 위해 최적의 경계를 찾는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 등이 있다. 딥

러닝은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데이터의 입

력의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머신러닝에서 분자

를 표현하기 위해서 분자의 형상(feature)을 사용한다. 분

자의 형상은 분자 내 특정 구조가 있는지를 묘사하는 분자

지문(molecular fingerprint, MF)과 ‘분자 내 수소 결합

이 가능한 원자의 개수’와 같이 어떤 조건을 묘사하는 설

명자(descriptor)가 있다. 딥러닝에서 분자를 보다 더 추상

적인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분자 구조를 그

래프화해서 입력하거나, 분자 내의 원자의 전하와 원자 사

그림 1. 인공지능, 머신러닝 및 딥러닝(좌).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인공신경망 구조(우).



이의 거리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쿨롱 매트릭스(Coulomb

matrix)로 입력할 수 있다. 딥러닝에서 ‘인공신경망’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사람의 신경망(neural net-

work)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공신경망에서

퍼셉트론(perceptron)은 뉴런(neuron)을 묘사한 것으로

서, 하나의 뉴런이 여러 개의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는 것

처럼 퍼셉트론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뉴런의 역치

(threshold)를 묘사하기 위해 퍼셉트론은 활성화 함수(ac-

tivation function)를 사용하여 역치값 이상일 때만 신호

를 다음 퍼셉트론으로 보내는 비선형성을 가지며, 퍼셉트

론과 퍼셉트론 사이의 연결 강도에 따라 신호가 전달되는

세기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딥러닝 모델에는 연결 강도

에 해당하는 수십만 개 이상의 파라미터가 존재하며, 이렇

게 많은 수의 파라미터의 가장 적절한 값을 찾기 위해 ‘빅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화학 분야에서 ‘빅데이터’라

고 간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많지 않다. 화학 반응을

정리한 데이터베이스와 양자 화학 계산 결과를 정리한 데

이터베이스가 화학 분야에서 큰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을 활용한 딥러닝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화학 분야에서 딥러닝 학습은 입력된 ‘분자 구조’로부터

예측하고자 하는 ‘분자 특성’을 잘 묘사할 수 있는 ‘분자

특성 = f(분자 구조)’의 함수를 찾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분자 구조와 분자 특성 사이에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다. 현재까지 용해도와 녹는점과 같은 분자 특성 예측,2 반

응물과 생성물이 주어지면 반응 조건 예측,3 역합성 과정

제시,4 분자 구조 설계5 등이 인공지능으로 구현될 수 있다

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번 총설에서 분광학 분야에서 인공

지능을 활용한 최근 연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론

1. 분광 특성 데이터베이스

딥러닝을 화학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베

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분광학 분야에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양자 화학 계산 방법을 이용하거나 실험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양자 화학 계산을 이

용하면 분자 구조 생성을 자동화할 수 있고, 이론 기반의

분자 특성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화학 계산

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실험적 방법으로 얻은 데이터

베이스보다 훨씬 크다. 분광학 분야에서 머신러닝 또는 딥

러닝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최근에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분자의 분광 특성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3개(Pub-

ChemQC, ChemFluor, Deep4Chem)가 공개되어 있다.

PubChemQC 데이터베이스는 양자 화학 계산 방법으로

구축된 것으로 분자량이 약 1000 Da 이하인 3,411,649개

분자들의 최적 구조, 최고 점유 분자 오비탈(highest oc-

cupied molecular orbital, HOMO), 최저 비점유 분자

오비탈(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 LUMO),

에너지, 10개의 여기 에너지(excitation energy)와 진동자

세기(oscillator strength)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6

ChemFluor와 Deep4Chem 데이터베이스는 실험으로

측정한 분자의 분광학적 및 광물리적 특성을 수집한 것이다.

ChemFluor 데이터베이스는 형광체의 흡광 파장, 형광 파

장 및 형광 양자 효율 등 3가지의 특성을 54개의 용매에서

측정한 약 4,380개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7 Deep4

Chem 데이터베이스는 흡광 스펙트럼과 관련된 흡광 파장

및 반치폭, 흡광 계수와 형광 스펙트럼과 관련된 형광 파

장 및 반치폭, 형광 양자 효율, 그리고 형광 수명 등의 7가

지 분광 특성에 대해서 30,094개의 분자-용매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8 Deep4Chem 데이터베이스에 용액 상태,

분자 고체(molecular solid), 고체 혼합물(예: host-

dopant 시스템) 그리고 기체상에 있는 분자의 분광 특성

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분광 특성 데이터베이스가 많지 않

으며, 분광학 분야에서 딥러닝 관련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

구자가 필요한 분광 특성 데이터베이스(ChemFluor,

Deep4Chem)를 직접 구축하거나, PubChemQC와 같이

양자 화학 계산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다.

2. 이론 화학 계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인공지능 분광학

분자의 분광 특성은 양자 화학 계산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으며 분자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 라만 산란 스펙트럼,

자외선-가시광선 흡광 스펙트럼과 형광 스펙트럼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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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론 계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진 분자의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 DFT 방법을 사용

하는 경우에 바닥 상태 분자의 구조를 빠르게 최적화할 수

있으나, 들뜬 상태 분자의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에는 상대

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 DFT를 활용한 분광 특성 데

이터베이스에는 들뜬 상태의 분자 구조의 최적화를 해야

얻을 수 있는 형광 스펙트럼 등의 데이터보다는 바닥 상태

분자의 최적 구조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 자외선-가시광

선 흡광 스펙트럼, 전이 에너지(transition energy), 진동

자 세기(oscillator strength) 등의 데이터가 더 많다.

딥러닝을 이용한 분자의 분광 특성을 예측하는 초기 연

구를 A. Tkachenko et al.가 『New J. Phys.』에 보고하

였다.9 위 연구에서는 첫 번째 여기 에너지(E1st), 최대 흡수

를 갖는 여기 에너지(Emax), 최대 흡수 세기 등의 분광 특성

을 동시에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예측된

E1st와 Emax의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d

error, RMSE)는 각각 0.31 eV와 1.76 eV이며, 딥러닝을

적용하여 분자의 여기 에너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해당 논문에서 사용한 GDB-13 데이터베이스는

977,468,314개의 분자 구조가 Simplified Molecular-

Input Line-Entry System(SMILES)으로 저장되어 있

고, 반실험적(semiempirical) 방법인 PBE0와 ZINDO를

사용해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또한, 딥러닝 모델은 쿨롱 매

트릭스로 입력된 분자 구조의 정보와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을 이용하여 분자 구조와 분광 특

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학습하였다.9

이후로 전이 에너지와 진동자 세기를 예측하는 연구가

더 발표되었는데, P. Rinke et al.은 QM7b와 QM9 데이

터베이스에 있는 분자의 16개의 점유 오비탈 에너지를 이

용하여 광전자(photoelectron) 스펙트럼을 예측하는 딥러

닝 모델을 개발하였다[그림 2].10 이 딥러닝 모델은 분자 내

의 원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심층 텐서 신경망(deep

tensor 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광전자 스펙트럼을

예측하였다. 해당 딥러닝 모델에서 분자 내 각 원자들의 위

치에 대한 정보는 쿨롱 매트릭스가 아닌 직교 좌표로 입력

되고 이형태체(conformer)가 구분될 수 있다. 

PubChemQC 데이터베이스를 보고한 Nakata와 Shi-

mazaki는 같은 논문에서 분자 지문 방법으로 분자를 표현

하였고, HOMO와 LUMO의 에너지 차이(HOMO-LUMO

gap)를 머신러닝 방법으로 예측한 결과를 보고하였다.6

SVM과 능형 회귀(Ridge Regression) 회귀 방법을 사용

해 예측한 HOMO-LUMO gap을 0.36-0.48 eV의 오차

범위 내로 맞출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강

원대학교 이주용 교수 연구팀도 사용하였는데, 처음 10개

들뜬 상태의 전이 에너지와 진동자 세기를 랜덤 포레스트

(random forest) 모델로 예측하였다.11 분자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분자 지문과 설명자(descriptor)를 사용하였고,

진동자 세기에 큰 영향을 주는 설명자로 sp3 탄소의 비율과
1κ 지수를 찾을 수 있었다. 1κ 지수는 분자의 고리 형성 정

도와 연관이 있다. 진동자 세기는 π 오비탈과 관련된 전이

에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sp3 탄소가 진동자 세기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고, 방향족 고리와 연관이 깊은 1κ 지수는

진동자 세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다. 

이론 화학 계산을 기반으로 분자 특성을 얻는 경우,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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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준이 되는 스펙트럼(초록색)과 예측한 스펙트럼(주황색)을 서로 비교한 그래프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10. ⓒ 2019 Wiley.] 



된 적이 없거나 합성하기 힘든 분자들도 다룰 수 있다. 예를

들면 주개(donor), 연결(bridge), 받개(acceptor)로 쓸 수

있는 분자 구조를 정한 후 주개-(연결)0,1,2-받개를 만족하

는 조합을 갖는 매우 많은 분자 구조를 빠르게 설계하여 분

자 특성을 계산할 수 있다. 『Nat. Commun.』에 출판된 논

문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여 열 활성 지연 형광(thermally

activated delayed fluorescence, TADF) 특성을 지닌 유

기 발광 다이오드용 발광 분자들을 가상적으로 생성한 후

DFT 방법을 사용하여 TADF의 속도 상수(kDF)를 계산하였

다.12 실험적으로 측정한 63개의 kDF로 계산 값을 보정한

후 심층신경망을 활용하여 kDF를 예측하였다. kDF를 이론

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분자의 단일항과 삼중항 에너지를

구해야 하며, 분자 구조의 최적화 및 들뜬 상태 에너지 계

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연구는 딥러닝을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쉽게 kDF를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론 화학 계산을 이용하면 실험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분자의 회전 배열(conformation)에 따른 분광학적 및 광

물리적 특성의 변화를 쉽게 다룰 수 있다. 예를 들면 단백

질의 펩타이드 결합의 C=O 작용기의 분광 특성은 단백질

의 형태에 따라 민감하게 변한다. Jiang et al.은 펩타이드

결합을 묘사하기 위해 N-메틸아세트아마이드(N-methy-

lacetamide, NMA)를 모델 분자로 사용하여 다양한 회전

배열을 분자 동역학(molecular dynamics) 시뮬레이션

으로 구한 후, DFT를 이용하여 각 회전 배열의 C=O 작용

기의 뻗침 진동 또는 nπ*와 ππ* 전이를 계산하였다.13-14

NMA의 다양한 이형태체를 묘사하는 설명자를 사용하여

딥러닝 모델로 C=O 작용기의 뻗침 진동 또는 nπ*와 ππ*

전이를 예측하였다. [그림 3]에서 단백질 내의 C=O의 뻗침

진동 영역대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딥러닝 모델이 재

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실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인공지능 분광학

Tsai et al.은 Reaxy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11,460개

유기 분자의 형광 특성을 정리하였으며,15 Tsai et al.과 B.

Li et al.은 머신러닝 방법을 활용해 분자의 형광 파장을 성

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B. Li et al.은 형

광 양자 수율 또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7 하지만 이와 같은 실험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새로운 분자의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Deep4Chem 데이터베이스로 학습시킨 그래프 합

성곱 네트워크(graph convolutional network, GCN) 기

반의 DNN으로 딥러닝 분자 분광법(deep learning opti-

cal spectroscopy, DLOS)이 개발되었다.16 DLOS는 유기

분자와 주위 환경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분자의

흡광 파장(λabs), 반치폭(σabs) 및 몰 흡광 계수(ε)를 포함한

흡광 스펙트럼의 3가지 특성과 형광 파장(λemi), 반치폭

(σemi), 형광 양자 수율(Φ) 및 형광 수명(τ)의 4가지 형광

특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이다.

DLOS 모델에서는 분자와 주위 환경을 입력하며 용액의 경

우 용매 분자, 분자 고체(molecular solid)의 경우 같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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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수(D2O)에서 측정한 단백질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검은색)과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1,000개의 이형태체의 적외선 흡수 스

펙트럼의 딥러닝 예측(빨간색)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14. ⓒ 2020 American Chemical Society.] 



자, 호스트-도판트 시스템의 경우 호스트 분자를 주위 환

경으로 입력한다. 또한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체

분자의 분광 특성도 예측할 수 있으며, 따라서 DLOS는 고

체, 액체, 기체 상태에 있는 유기 분자의 7가지 광학 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 [표 1]에 DLOS의 예측 성능의 RMSE가

정리되어 있다. DLOS는 용매 의존 발색 효과(solva-

tochromism)를 반영한 분자의 분광 특성과 상 변화에 따

른 분자의 분광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DLOS로 예측한 7가지 분광 특성을 이용하여 흡광 스펙

트럼, 형광 스펙트럼 및 시분해 형광 신호를 재현할 수

있다. 재현된 흡광 스펙트럼과 형광 스펙트럼으로 분자의

색과 국제조명위원회(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

Eclairage, CIE) 색 좌표도 계산할 수 있다. DLOS는 131

개 분자-용매 조합의 7가지 분광 특성을 예측하는 데 한

분자당 평균적으로 0.15초가 걸렸고, DFT 방법은 236분

이 걸렸다. 학습이 끝난 DLOS를 활용하면 양자 화학 계산

방법보다 매우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DLOS의 빠르고 정

확한 예측 성능 활용하면 매우 많은 수의 OLED 용 분자

후보군의 분광 특성을 예측하고 최적의 성능을 지닌 분자를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 OLED에서 사용될 수 있는 선

명한 파란색을 갖는 형광체를 개발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

보자. 이 과정에서는 목표하는 분자는 λemi이 410~440 nm

사이이고 σemi가 30 nm 보다 좁은 분광 특성을 갖는다고

하자. [그림 4a]에 설명된 것처럼, 여러 개의 분자를 디자

인하고, DLOS로 각 분자의 분광 특성을 예측한 후 목표한

성능을 갖는 분자를 선별하고, 선별된 분자를 실제로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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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 DLOS을 활용하여 분자 특성을 선별하여 새로운 분자를 개발하는 방법론. (b) OLED 후보 분자 구조와 DLOS로 예측한 분자의 분광 특성

및 색. (c) 합성된 분자 1의 흡광 스펙트럼과 형광 스펙트럼. (d) 합성된 분자 1의 시분해 형광 신호.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16.

ⓒ 2021 American Chemical Society.] 

λabs
(nm)

σabs
(cm−1)

log
(ε /M−1 cm−1)

λemi
(nm)

σemi
(cm−1) log Φ log

(τ /ns)

26.0 593 0.200 27.4 528 0.363 0.255

표 1. DLOS로 예측한 분자-용매 30,094 조합의 7가지 분광 특성의

RMSE

(a)

(b)

(d)

(c)



하여 분광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목표한 분자를 개

발할 수 있다. [그림 4b]에서 보면, DLOS로 분광 특성을

예측한 3가지 분자 중 1이 목표한 분광 특성을 만족한다.

[그림 4c]와 [그림 4d]에서 1을 실제로 합성한 후 형광 스펙

트럼을 측정하였을 때 DLOS를 이용하여 예측한 것과 같

이 1이 반치폭이 좁은 선명한 파란색 형광을 갖는 분자임

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딥러닝 모델은 데이터베이스를 학

습한 후에 분자의 특성을 빠르고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분자의 분광 특성을 예측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공개되어 있다. B. Li et al.의 연구

결과인 ChemFlour는 https://www.chemfluor.top/에

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흡광 파장과 형광 파장 및 형광 양자

수율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5]에 소개되어 있는 Deep4

Chem(http://deep4chem.korea.ac.kr/) 웹 애플리케이

션은 분자의 7가지의 분광 특성을 동시에 예측하고 분자의

흡광 스펙트럼, 형광 스펙트럼, 시분해 형광 신호, CIE 색

좌표 및 색깔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결  론

위와 같이, 현재 인공지능을 분광학에 접목시키는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분자의 여기 에너지를 예측하

는 것부터 분자의 흡광 스펙트럼과 형광 스펙트럼을 재현

하는 것까지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른 분

야와 비교했을 때 화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의 가장 큰 한계점은 빅데이터라 할 만큼 데이터가 많은 데

이터베이스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분광 특성 데이터

의 데이터베이스 자체도 많지 않고 데이터 수도 상대적으

로 적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분자 특성 데이터

베이스가 보고되고 있으며, Deep4Chem 데이터베이스는

2020년 8월 초기 데이터 수가 30,094개였지만 2021년

5월 현재 52,505개로 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목적에

맞는 분자의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것이며 그 양도 방대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딥러닝 모델 그 자체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같은 데이터베이스라 하더라도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딥러닝 모델이 개발되고 있으며, 매우 적은

데이터 수를 다룰 수 있는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과

같은 기법도 개발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새롭게

설계된 분자 구조가 갖는 특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

여 신물질 개발 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분자 특성을 지정하면 이를 만족하는

분자를 설계해주는 인공지능의 개발도 최근 시도되고 있

다. 이처럼 인공지능을 화학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는 앞으

로 활발히 진행될 것이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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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eep4Chem 웹 어플리케이션의 캡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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