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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 material design has obtained tremendous attention in material science community as the 

performance of new materials, especially in nano length scale, could be greatly improved to applied in 

modern industry. In certain conditions limiting experimental synthesis of these new materials, new 

approach by computer simulation has been proposed to be applied, being able to save time and cost. 

Recent development of computer systems with high speed, large memory, and parallel algorithms enables 

to analyze individual atoms using first principle calculation to predict quantum phenomena. Beyond the 

quantum level calculations, mesoscopic scale and continuum limit can be addressed either individually or 

together as a multi-scale approach. In this article, we introduced current endeavors on material design 

using analytical theory and computer simulations in multi-length scales and on multi-physical properties. 

Some of the physical phenomena was shown to be interconnected via a cross-link rule called 

‘cross-property rela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computer simulation approach by multi-physics analysis 

can be efficiently applied to design new materials for multi-funct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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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첨단산업 발 에서 우수한 물성을 갖는 소재 개발

은 매우 요하다. 인류가 기원 부터 사용하여 오던 

통 인 소재를 비롯하여 철강  반도체, 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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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등 20세기에 이 진 소재에 한 연구는 21세기

를 특징짓는 다양한 분야의 융합에 걸맞게 이를 한 

소재 개발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자기물성이나 기계물성 외에도 열  학 특성 

등이 복합된 물성들의 최 화가 '다기능성 제품' 개

발에 필수 으로 요구되어 가고 있다. 소형화  경

량화 되고 있는 첨단 디바이스들은 동시에 다양한 기

능들이 요구되는데, 단일 물성 최 화 방식으로는 이

러한 복합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작은 자부

품 하나에도 수십 가지의 서로 다른 기능들이 동시에 



768 J. KIEEME, Vol. 27, No. 12, pp. 767-775, December 2014: S. Hyun

Fig. 1.  Top 500 supercomputer shares by Countries 

(Nov. 2013) (from Wikipedia).

요구되는데, 이 같은 복합 물성을 최 화할 수 있는 

기술은 앞으로 개발되어야 될 요한 융합소재 생산

기술이라고 하겠다.

우수한 물성을 갖는 소재는 실험실에서 직  개발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고 비용 

 긴 개발 기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체  

보완하기 해 최근 들어 컴퓨터 시뮬 이션이 활발

히 도입되고 있다. 비약 으로 발 한 병렬화 등의 

알고리듬 기법과 함께 용량 메모리  고속 CPU 

등의 하드웨어 개발에 힘입어 시뮬 이션 기술은 기

술 개발 범 하게 용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실험실에서의 개발이 용이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나노소재 개발에는 매우 효과 이어서 다양한 분야에

서 응용범 가 확 되어 가고 있다. 

일반 으로 소재 개발 비용이 높게 요구되는 첨단 

소재의 경우에 시뮬 이션 기법을 이용한 소재 개발

은 비용 감에 효과 이다. 재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주요 소재 설계용 시뮬 이션 기법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소재 개발 비용이 큰 나라에서 더 활

발히 개발되고 있음은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그림 1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에 비해 아직은 슈퍼컴퓨터 보유가 은 편이다. 한 공학

용 소 트웨어 개발도 미약한 수 이다. 이는 기술 선진국에 

진입하는 요한 기 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우리나

라에서도 하드웨어  소 트웨어 개발 산업을 안정

으로 지원하는 한편 작권 보호 등과 같은 제도  

기술 보호정책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발되고 있는 소재 설계용 시뮬 이

션 기술을 간략히 소개하고, 두 가지 이상의 복합물성을 동

시에 극 화하는 다 기능성 소재 개발에 한 연구 동향  

컴퓨터 시뮬 이션 기법 용의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2.1 단일 물성 최 화 시뮬 이션

일반 으로 소재의 물성은 기계물성, 열물성, 자

기물성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들 

물성 에는 동일한 물리학  상으로 묘사되는 것

들이 있다. 물리량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물리학 법

칙을 따르기 때문에 동일한 수학  형태로 묘사되는

데, 이를 분류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1]. 

Table 1.  Four different classes of steady-state effective 

media problems (F∼Ke·G). Class A and B share many 

common features [1].

General 

effective 

property (Ke)

Average 

Generalized 

intensity (G)

Average 

Generalized 

flux (F)

A

Thermal 

conductivity

Electrical 

conductivity

Dielectric 

constant

Magnetic 

permeability

Diffusion 

coefficient

Temperature 

gradient

Electric filed

Electric field

Magnetic field

Concentration 

gradient

Heat flux

Electric 

current

Electric 

displacement

Magnetic 

induction

Mass flux

B
Elastic moduli

Viscosity

Strain field

Strain rate field

Stress field

Stress field

C

Survival time

NMR survival 

time

Species 

production rate

NMR 

production rate

Concentration 

field

Magnetization 

density

D

Fluid 

permeability

Sedimentation 

rate

Pressure 

gradient

Force

Velocity field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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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열 도 상이나 기 도도는 동일한 수학  

형태로 묘사되므로 컴퓨터 시뮬 이션에서는 같은 미

분 방정식에 의해 해석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단일 

물성을 해석하는 시뮬 이션 기술을 소개하겠다.

2.2 나노계면(Nano-interfacial) 구조 시뮬 이션

Fig. 2. Multiwall CNTs sequentially injected on a Si 

substrate (a) schematic and (b) molecular dynamic 

results. Interfacial morphologies (cross-sectional views on 

yz plane) for different kinetic energies are shown in (c)

–(e), (f) The pair distribution of Si–Si. (g) The pair 

distribution plot of C–C, (h) The pair distribution plot of 

Si–C indicates the formation of Si–C chemical bonds 

(∼1.83 A°) at high impact energies. The peak increases 

with the impact energy [5].

Fig. 3.  Atomic models of nanochannels with various 

cross sectional shapes: (a) triangular (b) square, (c) 

kagome, (d) hexagonal, and (e) circular (oxygen: blue, 

hydrogen: green, wall: red) [9].

20세기 후반에 Suo Iijima에 의해 실험 으로 발견

된 탄소 나노튜 는 우수한 기계  강도  기  

물성으로 인해 재까지 자기 디바이스에 응용하기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2,3]. 이 같은 연구

는 유사한 탄소 구조체인 2차원 형태인 그래핀

(graphene)으로 확장되어 2012년 노벨상을 수상하면

서 오늘날까지 더욱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4]. 자기 디바이스에 활용되기 해서는 합성  

분산 등의 연구와 함께 다른 자소재와의 연결 특성

이 요하다. 나노스 일의 소재, 특히 표면 이 큰 

차원 구조체는 발열에도 취약하므로 나노계면에서

의 구조 안정성 확보가 요하며, 이를 해 산모

사를 이용하여 CNT-Si 기  간의 계면 강도  패

턴등에 한 체계 인 연구가 가능하 다 [5]. 

그림 2는 CNT를 고속으로 실리콘 기 에 분사

하여 탄소원자와 실리콘 원자 간의 화학  본드가 형

성되는 과정을 분자동력학 (molecular dynamics, 

MD) 코드인 LAMMPS로 해석한 결과이다 [6,7]. 이

와 같이 나노스 일에서 소재들의 물성  형성 과정 

등에 한 측  물성의 평가가 시뮬 이션을 통해 

가능해졌다. 한, 산모사는 고체 (solid state) 외에

도 유체 (fluid state)와 같은 비정형의 소재 물성 해

석에도 유용하다. 일반 으로 유동해석은 연속체 근

사에 기반을 두는 유한요소해석 등의 방법이 용되

고 있지만, 나노스 일에서 원자들의 운동을 개별

으로 찰하기 해서는 분자동력학 시뮬 이션이 효

과 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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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수 nm의 직경을 갖는 다양한 형태의 나

노채 에 해 물 분자들의 운동  유동량을 해석한 

결과이다 [9]. 이 같은 결과는 연속체 해석에 의해 얻

은 결과  표면/체 비에 의해 측된 이론  결과

와도 잘 일치하며, 물 분자와 벽면과의 계면 강도에 

따라 흐름의 특성이 변화함을 나타내었다.

2.3 자기(electromagnetic) 물성 시뮬 이션

자기 물성  에 지 밴드와 도도를 로 들자

면, 에 지 밴드는 하이 리드 DFT (density 

functional theory)방식에 의한 제일원리해석 (first 

principle calculation)으로 구할 수 있으며 실험값과도 

잘 일치한다. 도도의 경우는 그림 4의 와 같이 

Kubo  formula에 의한 quantum transport 해석 방법

론이 개발되어 있다 [10,11]. 하지만 제일원리해석의 

경우 수천 개의 원자모델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 

다결정  grain boundary등에 의해 나타나는 자기

인 물성은 실험값과 잘 맞지 않는다. 

Fig. 4.  Graphene transport device showing the effect of 

a nitrogen defect on electron transport (from Materials 

Studio, 2014 [12]).

자기 특성 (magnetic property)은 비교  실험값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이미 오래 

부터 인류에 의해 발견되어 일상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성질이다 [13]. 자성에 한 물리학  이해는 19

세기  오르스테드 (Hans Christian Ørsted)를 거쳐 

Michael Faraday에 의해 이 졌다. 자기  성질은 인

력과 척력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기  성질과도 유

사하며 실제로 이 두 가지 물리 상은 유사한 수학  

틀에 의해 표 될 수 있다

Fig. 5. Magnetic hysteresis curve.

자성을 갖는 소재는 외부 자기장과 소재의 자화되

는 형태에 따라 반자성체 (diamagnetism), 상자성체 

(paramagnesim), 강자성체 (ferromagnetism) 등으로 

구분된다. 이  자성소재로 주로 활용되는 것은 외

부 자기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화되는 강자성체로

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로 구자석

이 있다. 보어- 이우언 (Bohr-van Leeuwen) 정리

[14]에 따르면, 고 역학으로는 이러한 자기  성질을 

설명할 수 없었는데, 스핀의 개념과 울리의 배타원

리를 설명할 수 있는 양자역학이 발 하면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성체의 물성은 일반 으로 아래 그림 5와 같은 

자기 이력곡선 (hysteresis curve)에 의해 표 된다. 

자성체가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최  자기력인 포화

자화 (saturation magnetization, Ms), 외부자기력이 0

일 때의 외부 자장값인 보자력 (Hc), 외부자장이 0일 

때 자성체에서 발생하는 자기력인 잔류자화 (Mr) 등 

활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성이 정의된다. 한 

포화자화가 크거나 이력곡선의 면 인 에 지

(BHmax)이 높으면 강자성체 (hard magnet), 포화자화

가 작고 에 지 이 낮으면 연자성체 (soft magnet)로 

구분되기도 한다. 자기 이방성 (magnetic anisotropic 

energy, MAE)은 주로 소재의 결정성에 따라 나타나

는 자기 에 지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자기의 세기나 

자기 이방성 등을 임의로 설계할 수 있으면 다양한 

센서나 메모리 개발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를 해

서는 많은 양의 실험이 반복 수행되어야 하는 실험

인 방식과 더불어 원자 벨에서 소재의 물성을 측

할 수 있는 제일원리해석법이 많은 심을 끌고 있다.

다음에서는 제일원리해석을 이용한 자성소재 설계

의 한 를 들고자 한다 [15]. 아래 그림 6에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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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n atomic configuration of SrFe12O19.

SrFe12O19(SFO)는 Hexagonal 격자에 P63/mmc 공간

군을 가지며 격자 상수가 a = 5.88 Å, c = 23.01 Å인 

소재로서 자기 모멘트가 단  셀 당 20 μB를 갖는 

강자성체이다. 이 소재에 5 μB을 갖는 Fe3+ 이온의 

배열이나 치를 조 하거나 첨가물(Zn, Sn)등을 조

합하여 자기 모멘트 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이기 

해 VASP (Vienna Ab-initio simulation package)

이라는 상용 로그램이 사용되었다 [16], 이를 통해 

자기 모멘트가 역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Fe 이온들

을 다른 이온들로 치환할 경우 체 자기 모멘트를 

최  25 μB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을 규명하 다. 

한, 자기 이방성을 나타내는 에 지 EMAE는 아래 

식 (1)과 같이 정의되는데, 제일원리해석을 통하여 결

정 방향(100)와 (001)에 한 체 에 지의 차이를 

구하여서 아래 식 (2)와 같은 자기 이방성 계수 K를 

구하 다.

)001()100( EEEMAE −=                    (1)

θ2sinV

E
K MAE=

                           (2) 

여기서 V는 단 셀의 체 이며, θ는 (100)과 (001)의 

결정방향 간의 각도를 나타낸다.  연구에 따르면 

기 SFO의 EMAE= 0.84 meV, K= 190 KJ/m3에서 

Zn와 Sn의 치환함에 따라 EMAE= 0.45∼0.53 meV, 

K= 100∼120 KJ/m3로 자기 이방성은 다소 감소하

다. 

2.4 다 기능성 소재의 물성 최 화

일반 으로 소재의 물성은 몇 가지 변수 즉 원자의 

종류, 원자의 조성  미세구조 등에 의해 결정된다

고 볼 수 있다. 소재의 특정 성능을 구 하기 해 

사용되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가장 기본 인 소재 물

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특정 원자들의 물성

은 부분 잘 알려져 있으므로 요구에 합한 원자를 

선택하는 과정은 가장 기본 인 소재 설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종류의 원자로는 다양한 물성

을 동시에 구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서

는 두 가지 이상의 원자들로 이 진 화합물이 필요하

다. 이 경우 원자의 종류  비율에 따라 복합 인 

물성의 조 이 가능해지는데 이 같은 과정을 '조성 

최 화 (composition optimization)'라고 한다. 오늘날

의 부분의 복합물성 소재 개발은 이 같은 방식에 

의해 이 지고 있다. 

3. 결과  고찰

3.1 Hashin-Shtrikman 이론  최  구조

재까지 최  소재 개발은 주로 단일 물성을 극

화하는 방식으로 이 져 왔다. 즉 기계 인 강도를 

향상시키거나, 기 도도  유 율 등을 극 화하

기 한 소재 개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소재

의 최 물성에 한 연구는 꽤 오래 부터 이 져 

왔는데, 이론 인 연구 에 표 인 것으로 Hashin

과 Shtrikman에 의해 제안된 '한계 (Bound) 이론'을 

로 들 수 있다 [17]. 이들은 서로 다른 기 도도 

(σi)  체 비 (Φi)를 갖는 두 가지 소재로 구성된 

복합재에 해 미세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론 으로 

가능한 도도의 최고치와 최 치를 측하는 공식 

(1)을 발표하 는데, 이를 통하여 다양한 복합소재의 

물성의 범 를 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는 

기 도도뿐만 아니라 유사한 물리 법칙을 따르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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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wo-dimensional kagome structure as a 

multifunctional material optimal (left). A traditional 

cooling device made of bamboo shows same patterns with 

kagome lattice [22].

도도, 탄성강도, 유체 특성 등에도 확장할 수 있다. 

각각의 단일 소재 물성은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인 

물성 최 화 변수는 미세구조인데, 이 이론이 제안하

는 극 치를 만족하는 다양한 미세구조들이 추후 수

행된 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18-22]. 

(3) 

와 같이 제안된 기 도도의 최 치를 만족하는 

미세구조로는 코 된 구로 이 진 공간 채움 구조

(space-filling coated spheres), 계층  라미네이트

(hierarchical laminates) 구조, Vigdergauz 구조 등이 

있다 [17-21]. 앞의 두 가지 구조들은 무한 반복되는 

형태로 이 진 가상 인 구조인 반면 Vigdergauz 구

조는 단일 스 일에서 정의되는 간단한 구조여서 실

제 디바이스에 용이 가능한 구조이다 [21]. 이와 같

이 미세구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디바이스에 

용이 가능하여야 그 효용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 

외에도 기계 인 강도를 최 화 구조로 '자연 모방

(nature-inspired) 구조'들이나 '멀티스 일 구조'등의 

다양한 구조도 함께 밝 졌는데, 그 에 흥미로운 

한 로 인류가 오랫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 '  바구

니 구조'를 들 수 있다 [22]. 일본어로는 ‘카고메 

(kagome)’ 구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바구

니나 죽부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육각형과 삼각

형이 혼합된 구조이다 (그림 7). 

이 구조는 최고의 탄성강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삼각형  육각형 격자 구조와 동일한 탄성강도를 갖

는 한편, 이들 구조에 비해 기계 인 좌굴 (buckling)

에 해 매우 강한 구조로 알려졌다. 한 이 구조는 

기계 물성  기 도도 뿐만 아니라, 비교  큰 

육각형 통로를 갖고 있어 유체 특성도 훌륭하여 표

인 다기능성 최  구조의 라 할 수 있다 [23]. 

3.2 상호물성 계 (cross-property relation) 이론

한편 다 기능성 소재 설계를 해서는 두 가지 이

상의 물성들의 상호 연 성에 한 연구가 필수 이

다. 복합소재의 경우 각 소재의 물성은 정의되어 있

으면, 체 물성은 이들 간에 형성되는 미세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복합소재의 서로 다른 물성들도 

이러한 미세구조를 매개체로 연 되게 된다. 를 들

면 특정 미세구조에 한 기 도도를 알면, 동일

한 미세구조에 한 열 도도나 기계 인 탄성률을 

특정 범  안에서 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24,25]. 

이와 같은 계를 '상호물성 (cross-property)' 계

라고 하는데, 다 기능성 물질 최 화를 해서는 필

수 인 내용이다 [24]. 두 가지 소재가 갖는 기 

도도 (σi)  열 도도 (λi)의 상호 계는 아래와 같

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4)

아래 식 (5)의 부호에 따라서, 양수일 때는 (4.1)식

이 복합소재의 도도(σe,,  λe)의 상한곡선을, (4.2)식

은 하한곡선을 나타낸다.

                (5)

를 들자면, 두 소재의 기 도도와 열 도도가 

와 같이 주어졌을 때, 이들로 이 진 복합소재의 열

도도와 기 도도가 가지는 범 는 그림 9에서 나

타낸 즈모양의 역 안으로 한정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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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bicontinuous structure for optimal electrical 

and thermal transport determined by computer simulation 

[25].

Fig. 9.  Bounded regions of thermal and electrical 

conductivities predicted by the cross-property relation for 

the bicontinuous structure [25].

실제로 그림 8에 으로 표시된 기 도도  열

도도 두 가지 물성을 동시에 최 화하는 미세구조는 

아래 그림 9에 나타낸 '이  연결 (Bicontinuous)' 구

조이다. 그림에서 한 상 (red)은 다른 상 (green)보다 

기 도도가 높고 열 도도는 낮은데, 두 가지 상이 

서로 동일한 형태를 갖고 얽 있어 열 도도  기

도도를 최 화 하는 동시에 두 소재 간의  면

을 최소화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이론

으로 제시된 두 가지 이상의 물성의 최댓값을 갖는 

구조를 컴퓨터 시뮬 이션으로 구 한 다 기능성 소

재 개발의 한 이다. 이 외에도 기계  물성과 기

인 물성이 연결된 표 인 소재로 각종 센서  

액 에이터에 용되고 있는 압  (piezoelectric) 소

재를 들 수 있으며, 이 소재에 한 연구도 원자스

일에서의 제일원리해석  거시 인 스 일에서의 유

한요소해석 등에 의해 효과 으로 수행되고 있다.

3.3 재료 설계를 한 컴퓨터 시뮬 이션 기술

컴퓨터 시뮬 이션을 이용한 소재 설계는 앞서 소

개한 이론 인 연구 결과를 직  용하기 해 사용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오늘날 컴퓨터의 성능은 다양

한 요구에 따라 비약 으로 발 하 으며, 이를 첨단

산업 발  특히 소재 개발에 용하기 한 시도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 한 로 

소재 개발은 조성최 화를 통한 소재 자체 개발과 이

들 간에 상호 련성  미세구조 최 화로 이 지고 

있는데, 이를 해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시뮬 이션 

기법 등을 소개하겠다. 

소재 자체 개발을 해서는 원자 벨에서의 물성 

해석 기법이 이용되는데, 표 인 것이 나노스 일

에서의 양자물성 해석을 해서 Schrodinger 방정식

을 자 도함수 (DFT)에 따라 해를 구하는 제일원

리해석이다. 한 수 μm 이상의 거시 인 스 일에서

는 소재를 연속체로 가정하여 해석하는 유한요소해석

(finite element method, FEM) 기법이 물성 최 화에 

이용된다. 한 이들 사이에 해당되는 nm∼μm의 메

조 스 일에서는 분자동력학 (MD) 등이 이용된다. 

유한요소해석 (FEM) 기법에는 기계, 기, 열 등 거

의 모든 물성에 한 해석이 가능한 반면 각 소재에 

한 물성들이 제공되지 않으면 해석이 불가능하고, 

제일원리해석이나 분자동력학에서는 기계 인 물성 

 제한 인 열 물성, 기물성 등에 한 해석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 도도나 학 인 물성 등에 

한 시뮬 이션 기법들은 그 요성에 따라 꾸 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재까지의 시뮬 이션 기법은 해석하는 

스 일에 따라 물성이 달라지는 문제 이 있다. 를 

들어 기 도도와 같이 실험 으로 쉽게 측정되는 

물성이 원자 스 일 시뮬 이션에서는 정확한 값을 

얻기가 쉽지 않다. 한 크리  (creep)이나 피로 

(fatigue) 특성과 같이 오랜 시간이 경과하거나 무한 

반복되는 외부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상들은 10-6 

sec 정도가 한계인 (분자동력학의 경우 10-15 sec를 

시간단 로 109 스텝을 반복하여야 한다) 원자스 일 

해석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반 로 거시 인 스 일에

서는 통계 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결함 등에 의한 물

성변화나 계면에서의 상 등은 원자스 일의 시뮬

이션을 이용하지 않으면 얻기가 어렵다.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물리 상들은 다양한 효과들의 종합 으로 



774 J. KIEEME, Vol. 27, No. 12, pp. 767-775, December 2014: S. Hyun

구 되는 것이므로 원칙 으로 이들을 다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동시에 통합할 수 있는 시뮬

이션 기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 

 공간의 스 일에 따른 한계 을 극복하기 하여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시뮬 이션 기법으로 '멀티스

일 시뮬 이션 (multiscale simulation)'이 있다 

[26-28]. 에서 언 한 몇 가지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하여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스 일에서의 해석 

기법을 계층 (hierarchical)인 방법 [26]과 동시  

(concurrent) 방법 [27]으로 용하는 방법이다. 이를 

용하여 나노계면 등의 물성을 해석한 들이 있지

만 [28], 여 히 스 일이 다른 해석 기법들 간의 데

이터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연결 문제

들이 존재 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고속 통신

용 알고리듬 등의 소 트웨어들과 빠른 계산 속도와 

용량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소재를 구성하는 원자들을 독립 으로 보고 설계하

는 조성 최 화와 함께, 미세구조 최 화도 소재 개

발에서는 빼 놓을 수 없는 기술이다. 소재 자체 개발

과는 무 한 듯 보이지만, 소재의 물성과 구조가 서

로 향을 받기 때문에 소재 개발에는 필히 포함되어

야 한다. 미세구조 최 화는 원자 벨  거시 벨에

서 모두 가능한데, 양자  (quantum dots)이나 탄소

나노튜  (CNT), 그래핀 (graphene)과 같이 수 nm인 

나노구조에서부터 IT부품의 팩키징 소재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스 일에서 용되는 기술이다. 거시  스

일에서 용되는 표 인 구조 최 화로 ' 상최

화 (Topology optimization)'를 들 수 있으며, 이는 

각종 디바이스, 부품 등의 물성 최 화에 용되고 

있는 잘 알려진 시뮬 이션 기술이다 [29].

끝으로 소재 개발 시뮬 이션 기법에 필히 포함되

어야 할 기술은 '다기능 물성 최 화 (multifunctional 

optimization)'인데, 이는 앞서 언 한 다기능 소재 개

발과 직  련이 있다. 단일 물성 최 화를 한 시

뮬 이션 기법은 앞서 소개된 최 화 기법들이 사용

되지만, 두 가지 이상의 물성을 동시에 최 화 하는 

시뮬 이션 기술은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다. 이는 

다기능성 최 화에 한 이론  기반이 아직은 잘 확

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장기 으로 이 분야에 한 요구가 증가할 것

이 확실하기 때문에 표 인 상용해석 로그램 개

발 회사들은 다 물리 해석 기법 등을 이미 개발하고 

있다. 제일원리해석들을 기반으로 멀티스 일 시뮬

이션 랫폼을 개발하여 매하고 있는 Materials 

Studio [12]나 연속체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콤솔

(comsol) [30], 앤시스 (ANSYS) [31]  다쏘시스템 

(Dassault) [32]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다 물리 

(multiphysics) 해석' 로그램들을 매하고 있다. 이

는 정해진 구조 는 변형되는 구조에서 다양한 물성

을 동시에 해석하거나 구조 최 화를 가능하게 하

다. 

4. 결 론

지 까지 첨단 산업에서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물

성의 극 화  생산 비용과 시간을 약하기 한 

소재 개발의 한 방법으로 도입되고 있는 컴퓨터 시뮬

이션 기술에 해 논의하 다. 지 까지는 주로 단

일 물성 최 화 기술 주로 용되어 왔지만, 다기

능 특성을 요구하는 융합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기

계, 열, 자기, 학, 유체 물성 등 다양한 물성을 동

시에 최 화하는 다기능 소재 물성 최 화 기법이 더 

발 하고 이를 구 하는 실제 인 다기능 소재들이 

더 많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융합 소재 

개발 기술은 실험분야와 이론 분야에서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험 연구와의 공조를 

필요로 하는 컴퓨터 시뮬 이션 소재설계 기술은 실

험실에서 수행되는 직 인 소재 합성 기술과 함께 

매우 효율 인 소재 개발 기술이므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의 지속 인 조와 조화로운 공조가 더욱 

필요한 융합 연구 분야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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