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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90년대 계산과학 연구자들은 곧 실험실이 필요 없어지

는 날이 올 것이라 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계산과학을 전공

하는 연구자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있

어 하는 연구를 하고 있지도 않다.”2008년에 한 연구자와

의 대화 중에 나온 말이다. 그는 실험을 하는 연구자로서 계

산과학을 연구하고 있던 연구자들에게 본인의 존재가치가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들고 기분이 매우 언짢았던 것 같다.

그리고 15년이나 지난 2008년에도 계산과학의 중요성이 크

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다. 당시 본 총설의 집필자

도 여러 연구자 분들에게 조언을 얻고 계산과학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 하에 석사과정 중에 했던 계산

과학을 그만 두고 실험을 하려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실험과 계산과학을 함께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계산과

학 연구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

그렇다면 정말 계산과학의 미래는 암울하고 계산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만이 관심있어 할 연구만을 하면서 도퇴

될 것인가? 현재 계산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새로운 혁명적 변화와 미래 과학

기술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관심을 기울이고 과

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정부의 주도로 계산과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재료개발 프

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물질 게놈 특별계획(The Mate-

rials Genome Initiative, MGI)1)라는 이름으로 계산과학

을 바탕으로 기존의 재료개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

기간이 기존의 연구 방식보다 몇배 빠른 새로운 연구 패러

다임을 만들어 내자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왜 계산과학이

재료 연구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것인가?

예를 들어 초전도체 재료의 개발 방식을 한번 살펴보자.

기존의 초전도체 연구는 다양한 원소를 조합하여 물질을 합

성한 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1-a]에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고온 초전도체 재료와 그 재료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원소의 숫자를 보여 주고 있다. 다양한 원소로

재료를 구성 할 때 고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얻

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소 구성이 요구되고 상온(약 300K)

초전도체를 얻기 위해서는 약 7가지의 다른 원소로 구성된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80개의 원소로부

터 7가지의 원소를 선택하여 새로운 재료를 만든다면 얼마

나 많은 종류의 조합이 필요할까? [그림 1-b]를 보면 알 수

있듯 약 3x109가지의 조합이 가능하다. 이를 기존의 연구

방식을 통해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렵다고 예상하

며 이런 이유로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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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위의 화학-계산과학을 이용한 재료연구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 원소 조합에 따른 물질 특성을 계

산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조그만한 컴퓨터인 스마트폰이 80년대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뛰어 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산과학을 통한

새로운 재료개발은 이제 보조적인 수준에서 필수적인 단계

로 이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자동차, 반도체, 건축

등의 산업현장에서 계산과학은 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한국의 가장 강력한 슈퍼

컴퓨터는 한 국내자동차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

연한 비밀이다).

본 총설에서는 미래에 실험실이 없어질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계산을 통해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더라도 최

후에는 만들어 내야 진정한 재료개발이다. 특히 실험과 계

산은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며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결국 계산과 실험은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연구해

야 하고 서로의 과학을 이해해야 효율적 연구가 가능하다.

본 총설은 이러한 배경에서 계산과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과

학자들과 계산과학 연구자들과의 공동 연구를 하고자 하는

실험 연구자들에게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재료연구를 위한

계산과학기법을 소개하여 새로운 재료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본론

◆

1. 계산과학을 이용한 재료 연구

현대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계산과

학을 이용한 현상의 분석 및 예측을 하고 있다. 빅뱅 당시의

우주를 모사하는 연구, 복잡한 경제 현상를 예측하고 분석

하는 연구, 다양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연구등 계산과학

이 이용되는 분야는 일반적인 과학 및 공학자가 하는 영역

을 뛰어 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모든 과학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계산

과학 기법을 다루기 보다는 재료연구에 이용되는 다양한 계

산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림 2]는 다양한 재료연구를 위한 계산과학 기법들을 보

여주고 있다. 우선 주목할 점은 계산의 정확도와 계산량은

서로 비례하는 반면 계산에서 다루게 되는 재료시스템의 크

기에 따라 정확도는 반비례한다는 점이다. 또한 재료의 크

기가 커지면서 순수한 물리 법칙에 의한 방법 보다는 다양

한 근사(approximation)와 실험적인(empirical) 데이터를

이용한 방식이 많이 쓰이게 된다. 근사적인 방식을 사용하

그림 1. 초전도체의 초전도현상발현온도 (Tc)와 원소와의 관계.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Tc 특성 ⓑ80개의 원소로부터 물질을 만들 수 있
는 조합의 수.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7개의 서로 다른 원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원소의 가능한 조합은 3x109가
지나 된다. 이러한 조합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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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결과적으로 계산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계산과학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는 항상 커다란 재료 시스

템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어하지만 현실은 컴퓨터의 한계

로 인해 타협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요구

된다.

여기에서는 3가지로 재료연구를 위한 계산과학기법들을

분류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재료의 전자구조를 연구할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할 것이며 두번째는 전자에 대한 정보 없

이 원자 혹은 입자로 표현하는 계산기법을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자나 원자수준에서 다루는 시스템에 비해 훨

씬 거대한 재료시스템을 연구하는 연속체기반 계산기법을

다루고자 한다. 이곳에서 다루지 않는 여러가지 계산기법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포함되며 명칭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알려주고 싶다.

1-1. 전자구조계산

전자구조계산이란 간단하게 정의하면 쉬레딩거 방정식

(Schrödinger equation)을 이용해 재료특성을 계산하는

것이다. 물론 쉬레딩거 방정식도 근사적인 식이지만 일반적

으로 재료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영역에서는 정확한 값을

주므로 전자 구조 계산을 제일원리(ab initio) 계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쉬레딩거 방정식은 수소원자와 같은

전자가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 답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

지만 전자가 두개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 정확한 계산이 불

가능하며 다양한 수치해석 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계산방법이 하트리-포크

(Hartree-Fock, HF) 방법으로 여러 전자들로 구성된 재료

시스템의 쉬레딩거 방정식을 하나의 전자만 존재하는 여러

개의 방정식으로 분리하여 반복적인(iterative) 방식으로

해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2) 이러한 HF 방법은 평

균장(mean field) 근사를 하게 되어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없

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상관(correlation) 에너지를 무시하

게 되어 적지 않은 에러를 만들어 내므로 최근에는 HF 방

법만으로 전자구조 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HF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평균장 근사로 인해 발

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계산 방식이 도입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후기 HF 방법(post Hartree-

Fock method) 이라고 한다. 이러한 후기 HF 방법들은 평

14 화학세계 2014. 04

읽기쉬운 총설

그림 2. 다양한 계산과학 기법 및 계산 크기와 시간에 따른 정확도의 관계. 계산의 정확도와 계산 가능한 물질 시스템의 크기는 반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계산과학을 이용한 물질 연구는 정확도와 물질 시스템 크기간에 타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의 약자는 본문을 참고).



균장 근사가 파동함수를 나타낼 때 하나의 슬레터(Slater)

행렬식(determinant)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사

실로부터 출발한다. 결국 파동함수를 표현할 때 여러개의

슬레터 행렬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평균장 근사의 문

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후기 HF 방법들은 여기된(ex-

cited) 상태의 궤도함수(orbital)를 포함하는 여분의 슬레터

행렬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파동함수를 표현하게 된다. 이

때 여기된 상태의 궤도함수를 추가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세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섭동(perturbation) 방식으로 파동함수를 표현하는 묄러

-프레셋(Moller-Plesset(MP)) 방식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섭동수준(perturbation order)에 따라 MP2, MP3 혹은

MP4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섭동수준이 높을수록 정확한

값을 주지만 계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배치간 상호작용(Configuration Interaction,

CI)과 결합된 무리(Coupled Cluster, CC) 방법이 있으며

이들 방법 또한 MP 방법과 유사하게 여기된 상태를 포함하

는 여러 슬레터 행렬식으로 파동 방정식을 표현하게 되지만

여기된 궤도함수를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된다.3) 결국

후기 HF방법들은 쉬레딩거 방정식을 특별한 근사 없이 구

하는 방법들이며 근본적으로는 HF의 평균장 근사에 따른

오차를 없애려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후기

HF방법들의 장점으로는 지금까지 알려진 어떠한 방법보다

정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산량이 너무 많아 계산할 수

있는 분자의 크기가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최대 수

십개 정도의 원자를 가진 재료 시스템만을 계산할 수 있으

며 다른 전자 구조 계산 방식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잣대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후기 HF 방식은 정확도는 높지만 실제 계산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으로 인해 응용 분야가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좀 더 빠른 시간에 높은 정확도로 물질 시스

템을 계산하기 위해 밀도범함수 이론(Density Functional

Theory, DFT)가 대안으로 제시되게 된다(그림 3은 DFT로

계산된 오비탈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

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전자구조는 에너지가 가장 최소화

되는 상태이다. 또한 에너지가 최소화 되는 전자구조는 전

자의 전자밀도가 오비탈을 대신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

으로 알려지게 되었다.4) 일반적으로 오비탈은 매우 많은 함

수를 이용해야 해서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비해 전자

밀도는 하나의 함수만으로도 전체 물질 시스템을 표현 할

수 있어 계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쉬레딩

거 방정식과는 달리 전자 밀도로 표현된 정확한 방정식이

존재하지 않아 여러 근사식들을 이용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교환에너지(exchange energy)와 상관에너

지(correlation energy)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근

사적인 범함수(functional)가 제시되게 된다(일반적으로

범함수는 함수의 함수라고 하며 DFT에서 범함수는 전자밀

도 함수를 입력변수로 가지는 함수이다). 이러한 범함수들

은 좀 더 정확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범함수

에 따라 계산 속도 및 정확도가 다르다. 처음 DFT를 이용하

려는 연구자들은 다양한 범함수의 존재로 인해 매우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실제로 다양한 범함수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

없이는 DFT를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 결과를 도출할

확률이 높다. 이 총설에서는 대표적인 세가지 방식의 범함

수들을 소개하려 하며 대부분의 범함수들은 이 세가지 카테

고리 내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가장 빠른 계산이 가능한 것은 국부밀도근사치(Local

Density Approximation, LDA)을 이용한 교환상관에너

지(exchange correlation energy) 범함수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특정 위치의 전자 밀도가 그 위치에서의 교환에

너지와 상관에너지를 결정한다는 근사를 이용한다. 초기

DFT계산에서 많이 이용되었던 범함수로 현재도 거대 시스

템이나 분자동력학 계산에서 이용되고 있다. 두번째로 LDA

의 부정확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일반기울기근사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ion, GGA)을 이용한

교환상관에너지 범함수이다. LDA가 전자밀도만의 함수라

면 GGA는 전자밀도와 전자밀도의 그레디언트(gradient)

의 함수를 입력변수로 가지는 범함수이다. 일반적으로 LDA

보다 좀 더 정확한 에너지 값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동

시에 계산량이 증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혼성(hybrid) 범

함수가 있다. 이는 LDA와 GGA가 교환에너지를 표현하기

에 힘들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HF 방식의 교환에너지 부분

과 GGA의 교환상관에너지 범함수를 섞어 표현하는 범함수

이다. 이러한 섞음 때문에 혼성 범함수라 부르며 Beck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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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Lee-Yang-Parr(B3LYP)가 이러한 혼성 범

함수의 하나다.

결국 DFT는 근사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계산하기 때문

에 완벽하게 정확한 값을 주지는 못하지만 후기 HF방식들

에 비해 매우 계산 속도가 빨라 점차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

되고 있다. DFT로 최근 십만개 단위의 물질 시스템의 분

자동력학(molecular dynamics, MD) 계산이 가능해 지고

있다.5)

DFT를 이용해서 분자동력학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한

화학반응을 전산 모사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분자

동력학을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보른-오펜하이머(Born-

Oppenheimer, BO) 분자동력학(BOMD)이 대표적인데

BO 근사를 이용하여 전자가 핵의 움직임 보다 훨씬 빠르

기 때문에 핵의 위치에 따라 전자들이 안정하게 배열하게

하고 그 때 원자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러한 방법은 원자의 위치가 바뀔때마다 매번 DFT 계산을

반복해야 하므로 계산이 느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의 질량을 임의로 크게 하여 원자의 위

치가 변화하는 동시에 전자구조도 함께 변화시키게 하여

많은 계산이 필요한 반복된(iterative) DFT 계산을 필요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방법을 카-파

리넬로(Car-Parrinello) 분자동력학(CPMD)이라고 부른

다.6) 이는 기존의 BOMD에 비해 빠른 계산이 가능하여 최

근 수백 피코초(picosecond)에서 수 나노초(nanosec-

ond)까지도 계산이 가능한 단계까지 왔다.

또한 다양한 DFT 응용 분야 중에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

이전에는 불가능 했던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연구가 가능하

게 되었다. 그러한 연구 중에 대표적인 분야가 시간의존형

(Time-dependent) DFT (TD-DFT) 라고 할 수 있다.7) 이

는 시간의존형 쉬레딩거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BOMD나 CPMD가 여기된(excited) 상

태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안정한 전자 구조에 대한 물질 운

동을 연구하는데 비해 TD-DFT는 여기된 상태의 전자 움

직임까지 쉬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하는 것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수준의 작은

물질 시스템만이 연구되었지만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될 것으

로 기대되며 미래에는 전기화학이나 광화학등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외에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더욱 거대한 물질 시스템의

전자 구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밀도범함수 밀접결합(Density Functional Tight Bind-

ing, DFTB) 방식이 그러한 예로 일반적인 DFT 방정식을

더욱 단순화 시켜 계산량을 많이 줄일 수 있어 보통 최소

1000배 이상의 계산 속도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8)

1-2. 원자 및 입자 기반 재료 계산

앞서 설명한 전자 구조 계산들은 쉬레딩거 방정식을 기

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계

산을 하여도 대규모 재료 시스템을 구현하기는 대단히 어

렵다. 원자와 원자 간의 상호 작용을 전자구조로 설명하는

대신 고전적인 용수철 상수나 레너드 존스(Lennard-

Jones) 전위(potential)같은 간단한 함수로 표현하고 뉴튼

방정식을 풀어 훨씬 빠르게 계산을 수행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9) 이러한 전산모사 기법을 분자역학(Mole-

cular Mechanics, MM) 혹은 고전분자동력학(Classical

Molecular Dynamics)이라고 하며 고전분자동력학을 일

반적으로 분자동력학(MD)라고 지칭한다(참고로 제일원리

계산을 기본으로하는 분자동력학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

전역학을 기본으로 한 분자동력학을 분자동력학이라 한다).

MM은 안정한 상태의 분자 구조를 얻기 위해 쓰이는 방법

인데 반해 분자동력학은 원자 및 분자의 움직임을 보기 위

해 사용한다. 이와 같은 분자동력학은 전자구조계산을 요구

하지 않아 빠른 속도로 계산이 가능하여 최근에는 수십억개

의 원자를 가지는 대형 재료 시스템을 계산하고 있다(그림

읽기쉬운 총설

그림 3. DFT를 이용한 전자구조 계산. 계산된 SrTiO3의 오비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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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는 MD를 이용한 탄소의 성장 과정을 계산하는 연구를 보

여 주고 있다).

분자동력학이 이용되는 분야는 물리, 화학, 재료, 생물 뿐

만 아니라 사회 현상을 예측하는 모델로도 널리 쓰이고 있

다. 이렇듯 다양한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각 시스템

에 적용 가능한 역장(force field)이 존재해야 한다. 역장이

란 앞서 설명했던 용수철 상수나 레너드 존스 포텐셜의 매

개상수의 값들을 나타내며 이러한 상수값을 제일원리계산

이나 실험값을 통해 얻어내야 한다. 실제로 모든 원소의 역

장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제작되어 진

다. 특히 원소마다 유일한 상수값이라는 것은 없으며 시스

템과 분자의 구조에 따라 그 값은 변한다. 역장은 계산 결

과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한다. 이 총

설에서는 중요한 몇가지 역장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우선 생물학 분야에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역장은

CHARMM(Chemistry at HARvard Macromolecular

Mechanics)이다.10) CHARMM은 하버드 대학의 카플러스

(Karplus)교수의 주도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이름이지

만 이 소프트웨어에 쓰이는 역장을 보통 CHARMM force

field라고 부른다(카플러스 교수는 이 공로로 2013년에 노

벨화학상을 수상하였다). 단백질의 1차원 구조에서 3차원

혹은 4차원 구조를 예측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생

물 시스템을 연구하는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유기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일부

고분자 분야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CHARMM과 유사하게 생물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만

들어진 AMBER(Assisted Model Building with Energy

Refinement) 역장이 있다.11) CHARMM이 생물 시스템만

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재료 연구에 부적합한 면이 많은데

비해 AMBER는 좀더 유연하게 적용되는 장점이 있어 다양

한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다. 그 외 CHARMM과 AMBER

와 유사한 다양한 역장들이 존재하며 MD를 이용하려는 연

구자들은 각 응용 분야에 최적화 된 역장을 찾거나 만드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설명했던 역장들이 일반적으로 유기물 전산모사를

목적으로 제작되어져 있어 공유결합(covalent bonding)을

묘사하는데 접합하다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금속재료의 경

우 공유결합 특성이 적어 기존의 역장에 널리 쓰이는 함수

형태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해 금속재료에 특화된 삽입원자법(Embedded Atom

Method, EAM)가 제시되었다.12) 기본적인 생각은 금속의

경우 전자가 원자 사이에 상당히 고르게 퍼져 있고 원자 주

위의 전자 밀도에 따라 에너지가 결정된다는 가정을 바탕으

로 원자간 상호 작용을 계산하게 된다. 특수한 함수형을

가지기 보다는 원자의 거리에 따른 전자 밀도가 주어지며

주변 원자들의 전자밀도 합으로 부터 에너지를 계산하게

된다.

제일원리계산을 수행하기 전에 고전역학적으로 최적의

구조를 찾아내면 많은 계산량이 요구되는 제일원리계산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키보드 위의 화학-계산과학을 이용한 재료연구

그림 4. MD를 이용한 물질시스템 계산.16) 다이아몬드 표면에 증착되는 탄소원자들 ⓐ수직 입사 ⓑ기울어진 입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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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역장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은 모든 원

소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비록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바탕으

로 구조 최적화를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모든 원소에 대한

계산할 수 있는 역장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통합역장

(Unified Force Field(UFF))가 켈리포니아공과대학(Cal-

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ltech)의 고다드

(Goddard)그룹에 의해 만들어 졌다.13) UFF의 장점은 모든

원소들의 상호작용을 표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비록 물

질 시스템마다 변경되어야 하는 역장의 한계로 인하여 항상

정확한 결과를 도출 할 수는 없지만 제일원리계산을 위한

초기구조 생성을 위해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역장은 화학반응을 계산할 수 있는

ReaxFF 역장이다.14) UFF와 마찬가지로 켈리포니아공과대

학의 고다드그룹에 의해 만들어 졌다. ReaxFF가 유일하게

화학반응을 계산하는 역장은 아니지만 다른 역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의 물질 시스템을 계산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화학반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오비탈을

계산해야 하지만 ReaxFF와 같은 반응(reactive) 역장들은

전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복잡한 함수 형태

로 표현하게 된다. 특히 ReaxFF는 원자 사이의 거리에 따

른 결합차수(bond order) 개념을 도입하여 원자간 상호 작

용을 묘사하게 된다. EAM 방식과는 반대로 공유결합 특성

이 적은 금속물질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뉴튼역학을 바탕으로 힘을 계산하여 원자나 분자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계산 기법을 소개하였다. 힘을 구하게

되면 시간에 따른 분자의 움직임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러한 움직임에 따른 물리특성 수치를 평균하여 실제 실험에

서 얻을 수 있는 물리 값을 계산하게 된다. 시간에 따른 움

직임의 변화 대신에 확률적인 움직임에 따라 계산하는 기법

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기법을 몬테 카를로(Monte Carlo,

MC) 방식이라고 한다.15) MD와 유사하게 고전적인 방정식

으로 원자간의 상호작용을 기술하지만 원자의 움직임이 확

률적으로 기술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MD에 비해 좀더 효

율적으로 물리특성 값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확률

적인 동작으로 기인하여 동력학적 특성을 볼 수는 없는 단

점도 있다. 그러나 최근 동적(kinetic) MC와 같은 동력학적

특성을 보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1-3. 연속체 (continuum object) 기반 재료계산

제일원리계산과 입자기반계산 방식은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 거대한 물질 시스템을 다루게 되었지만 여전히 크기와

시간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재료의 많은 물리 현

상은 수초 혹은 수분,  심지어 수십년에 걸처 천천히 일어나

는 현상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긴 시간과 거대한 계산량이

요구되는 시스템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했던 방식

과는 차별화된 계산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물질을 입

자 단위 혹은 전자 단위로 기술하기 보다는 연속체로 정의

하여 계산량을 줄이는 방식이 널리 이용된다(그림 5는 연속

체 기반 재료 계산의 예들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무기물과 고분자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은 장이

읽기쉬운 총설

그림 5. 연속체 (continuum object) 기반 재료 계산. ⓐ위상장모델
(Phase Field Model)을 이용한 무기물 소재의 결정 생성 동력
학에 대한 연구 ⓑ자체부합적장이론(Self-Consistent Field
Theory, SCFT)를 이용한 블록 공중합체(block copolymer) 자
기조립(self-assembly) 구조 예측17)ⓒ유한차분법(finite differ-
ence method)을 통한 나노 물질의 광학 특성 예측18) ⓓ유한요
소법(finite element method)을 통한 반도체 소자의 전기 전자
특성 예측19)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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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field theory)이다. 원자를 기본 요소로 계산을 하는 대

신 연속체인 장(field)으로 표현하여 계산을 진행하게 되는

데 원자 혹은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하게 된

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많은 부분을 실험적인 결과와 제일

원리계산 등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화 시킨

후 계산을 하게 된다. 장이론의 응용 분야로는 무기물의 결

정성장을 거대 스케일에서 계산하거나 고분자의 메소수준

(mesoscale)의 구조를 예측하는 등에 이용된다.

무기물의 결정 성장을 보거나 외부 영향에 따른 결정성의

변화를 보는 대표적인 방법은 위상장모델(Phase Field

Model)이다. 시간에 따른 원자들의 확산을 통계적으로 계

산하여 결정의 크기나 구역(domain) 형성 과정을 예측한

다.20)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은 결정 형성이나 변형의 다양

한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계산을 해서 다양한 초기

상태 및 외부 영향에 따른 재료 구조 변화를 보게 된다. 만

약 예측되지 않은 시나리오가 실제 물질 변화의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된다면 올바른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게 된다.

블록 공중합체(block copolymer)는 전체 물질의 에너지

를 낮추기 위해 정렬된 구조를 형성하는 자기조립(self-

assembly)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조립 현상은 보통 수

분에서 수십분에 걸쳐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긴 시간을

가지는 현상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원자나 입자를 이용 한

계산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블록 공중합체의 자기조립에

의한 구조 형성을 예측하기 위해 자체부합적분야이론

(Self-Consistent Field Theory, SCFT)라 불리는 장이론

이 이용된다.21) SCFT 방법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잡한 화학구조를 가진 블록 공중합체

와 나노입자가 섞여 있는 시스템의 나노구조를 손쉽게 예측

할 수 있으며 실제 실험결과와 놀라운 정량적 일치도를 보

여주고 있다.22)

앞서 설명한 장이론은 물질의 구조를 예측한다면 재료의

다양한 물리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과 유한차분법(finite difference

method)가 있다. 유한요소법과 유한차분법은 유사한 방식

으로 물리 현상이 기술된 선형 및 비선형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한차분법은 물질 시스템은 동일한

크기의 격자로 표현하여 계산하는 방식인데 비해 유한요소

법은 물질 구조를 메쉬(mesh)화 시켜 상대적으로 적은 계

산량을 요구하도록 한다. 주로 공학계열에 많이 쓰이며 물

질의 기계적 변형을 다루는 ABAQUS23)와 광학을 포함한

다양한 물질 특성을 계산할 수 있는 COMSOL19)이 유명한

상업용 유한요소법 소프트웨어이다. 유한차분법은 다양한

선형 방정식을 구하는데 많이 이용되며 다양한 물리적 현상

을 이해하는데 이용된다. 예를 들어 물질의 광학특성을 예

측하기 위해 유한차분시간역(Finite Difference Time Do-

키보드 위의 화학-계산과학을 이용한 재료연구

그림 6. 자체부합적장이론(SCFT)을 이용한 poly(isoprene)-block-poly
(styrene)-block-poly(ethylene oxide) (PI-b-PS-b-PEO) 블
록 공중합체(block copolymer)와 나노입자의 자기조 (self-as-
sembly) 구조 예측과정과 계산시간.17, 22) Intel i7 2.7 GHz CPU
에서 계산이 진행되었으며 복잡하고 거대한 물질 시스템을 짧은
시간 안에 계산할 수 있다. 진한색은 poly(isoprene)을 나타내
고 옅은색은 poly(ethylene oxide)와 나노입자를 표시하며 poly
(styrene)은 표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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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DTD) 전산 모사 방식을 사용하는 MIT에서 개발된

무료 소프트웨어인 MEEP을 이용할 수 있다.24)

결론 및 전망

◆

우리는 다양한 재료계산 기술들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

렇게 다양한 계산과학 기술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의 계산

방식으로 모든 물질 시스템을 계산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컴퓨터의 계산능력 한계에 기인하는데 연구자가 계산

하려 하는 재료 시스템의 크기와 특성에 따라 올바른 계산

기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총설에서는 가능

한 다양한 방식의 계산과학기술을 소개하려 했고 자세한 응

용분야나 연구방법은 참고문헌이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재료연구에 있어서 계산과학의 중

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기존의 재료개발 방식이 다양한

조합에 대해 실험적으로 제조하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루

어져 많은 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과정이었다. 만약 계산

과학을 통해 실패할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면 재료개발

에 투입될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

직은 실험의 보조적인 연구로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많지만

미래에는 더 중요한 연구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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