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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나노입자와 고분자 기지 간에 공유결합을 형성시킨 나노복합재의 계면특성과 

탄성계수에서 나타나는 크기효과를 고려하기 해 분자동역학과 미시역학모델을 순차 으로 연

계하는 멀티스 일 해석모델을 제안하 다. 나노입자의 체 분율이 동일한 5개의 나노복합재 셀

에 해, 입자의 표면 원자와 고분자 기지 간에 탄소로 구성된 공유결합을 생성시킨 후 분자동

역학 산모사를 통해 탄성계수를 측하 고, 공유결합이 존재하지 않는 나노복합재의 탄성계

수와 이를 비교하여 계면의 물성증가와 탄성계수에서 나타나는 입자의 크기효과를 규명하 다. 

향상된 계면의 특성을 연속체 해석 모델에서 고려하기 해 분자동역학 해석결과와 미시역학 모

델을 연계하는 순차  리징 기법을 용하 고, 이로부터 계산된 계면의 물성의 타당성을 유

한요소 해석을 통해 검증하 다. 그 결과 입자와 기지 간 공유결합을 통해 나노복합재가 보다 

넓은 범 에 걸친 크기효과를 나타냈으며, 제안된 리징 모델을 통해서 물리 으로 타당한 계

면의 탄성계수 값을 계산할 수 있었다.

Keywords: 나노복합재, 멀티스 일, 분자동역학, 크기효과, 표면처리

1. 서 론

수 나노미터에서 수십 나노미터의 크기를 가진 나노입자를 강화재로 첨가한 나노복합재는 강화입자의 높

은 표면   체 비로 인해 상 으로 많은 역의 계면이 입자 주 에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기존의 복합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크기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Cho 등, 2006: Yang & Cho, 

2009: Yu 등, 2010). 나노입자와 기지 간의 하 달 메커니즘은 나노입자의 주 를 둘러싸는 고분자들의 움

직임과 깊게 련되어 있으며, 나노입자 주  고분자 사슬들의 움직임이 제한될수록 기계  하 에 한 

항성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나노입자와 기지 간의 상호작용성을 높이기 해 다양한 형태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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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나노복합재 분자동역학 모델의 조성  공유결합 개수

Radius(Å) # of Imide chain Cell length(Å) Volume fraction # of covalent bonds

9.97 4 32.64 0.12 10

10.74 5 35.16 0.12 10

11.41 6 37.36 0.12 12

12.01 7 39.32 0.12 14

12.56 8 41.04 0.12 15

처리 기법이 나노복합재의 제조에 용되고 있다.

표 인 표면처리기법은 크게 나노입자의 표면에 기능성 고분자를 붙이는 방법, 나노입자의 주 를 착

특성이 좋은 고분자로 덮어서 기지에 첨가하는 방법, 그리고 나노입자와 고분자 지기 간에 직 인 공유결

합이 형성되도록 하여 강화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들 수 있다. 특히 직 인 공유결합을 형성시키는 방법은 

원자간 반데르 발스 상호작용과 쿨롱 힘에 의해서만 하 을 달하는 앞선 두 방법에 비해 하  달 능력

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노복합재의 물성을 보다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화재로 첨가된 나노입자와 고분자 기지 간에 공유결합이 존재하는 경우, 입자와 기지 간 

계면특성 향상과 나노복합재의 탄성계수에서 나타나는 입자의 크기효과를 규명하기 해 분자동역학 산모

사를 수행하 다. 한 나노복합재의 연속체 모델에서 이러한 크기효과와 계면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계

면의 강성을 미시역학 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역으로 계산하는 순차  리징 기법을 용하 고, 측된 계

면의 물성이 타당함을 검증하기 해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나노복합재의 물성을 재연하 다. 

2. 분자동역학 산모사  

  본 연구에서는 구형의 실리카 나노입자와 폴리이미드(Polyimide)를 각각 강화재와 기지재로 고려하 으며, 

나노입자의 체 분율은 12% 동일하고 입자의 크기만 다른 5개의 단  셀 구조를 구성하 다. 폴리이미드 기

지는 10개의 단량체로 구성된 폴리이미드 사슬들이 비정질 구조를 이루도록 구성하 으며, 셀 조성에 한 

정보는 표 1에 정리하 다. 

  나노입자와 기지 간 가교결합을 형성하기 해 우선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나노입자를 나노복합재 셀의 

정 앙에 치하도록 한 비정질 셀을 구성한 이후, conjugate gradient 방법으로 안정화 시켰다. 이후 나노

입자의 표면에 치한 실리콘 입자의 원자가를 맞추기 해 산화과정을 거쳤으며, 표면 산소원자들  가교

결합이 가능한 자유 라디칼을 가지는 산소의 10%를 가교결합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가교결합을 이

루는 산소원자의 치는 임의로 설정되었으며, 가교가 이루어지는 산소의 표면에는 차례 로 규소(Si)와 탄

소(C)를 차례 로 결합시켜 최 외곽 탄소가 가교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 다. 나노입자의 표면에 부착된 

탄소와 가교결합을 이루는 기지의 원자는 폴리이미드를 구성하는 방향족 탄소들  임의로 선정되도록 하

다. 입자의 크기에 따른 가교결합의 개수는 표 1에 나와있으며, 동일한 가교율이라 할지라도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가교결합의 수는 차 증가하게 된다.

 가교결합을 형성한 이후 conjugate gradient방법을 이용하여 포텐셜 에 지를 한 번 더 최소화 하 고, 이후 

300K과 기압(1atm) 조건하에서 평형상태에 이르도록 하기 해 입자의 개수, 압력,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

되는 NPT앙상블 산모사를 1.3 나노 (ns)동안 수행하 다. 나노복합재의 탄성계수는 600 피코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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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a nanoparticle Polyimide

Functional
group

        (a) 실리카-폴리이미드 가교결합 방법          (b) 가교결합이 형성된 나노복합재 단  셀

그림 1 분자동역학 산모사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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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나노입자의 크기변화에 따른 나노복합재의 탄성계수 변화

NσT앙상블 이후 섭동법(fluct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5회 계산한 값을 평균하 다.

  분자동역학 산모사를 통해 계산된 나노복합재의 률과 단계수는 그림 2에 도시하 으며, 가교결합이 

고려되지 않았던 참고문헌(Yang & Cho, 2009)에서의 결과, 그리고 Mori-Tanaka 측해와 함께 비교하 다. 

약 10%의 가교율을 가지는 경우, 률과 단계수 모두 가교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약 120∼

130%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상된 강화효과와 더불어 주목할 부분은, 동일한 가교율 조건에서도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탄성계수가 증가하는 크기효과가 가교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이다. 그러나 크기효과가 나타나는 입자의 반지름은 가교결합이 존재하는 경우 보다 넓은 범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자와 기지 간 공유결합이 존재하도록 나노복합재를 제조할 경우, 

보다 향상된 강화효과가 보다 넓은 범 에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3. 미시역학 기반 리징 모델  

입자와 기지 간 공유결합 형성에 따른 계면 특성 향상을 정량 으로 분석하기 해 미시역학모델과 분자

동역학 산모사 결과를 연계하는 순차  리징 모델을 용하 고, 입자와 기지 그리고 계면 역의 3상을 

고려하기 해 다 입자 모델(multi-inclusion model, Hori와 Nemat-Nasser, 1993)을 바탕으로 하 다. 다

입자 모델로부터 나노복합재를 구성하는 계면의 강성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양승화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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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하첨자 p, i, m, 그리고 inf는 각각 입자, 계면, 기지, 그리고 무한 역을 나타내며, 4차 텐서인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11

r inf r inf

−−⎡ ⎤Φ = − −⎣ ⎦C C C S
                              (3)

분자동역학에서 계산된 나노복합재, 기지, 그리고 입자의 강성을 식(1)과 (2)에 입하고 무한 역의 강성을 

한 값으로 선택하여 용하면, 식(1)로부터 공유결합 형성에 따른 계면의 강성을 계산할 수 있고, 계면의 

공유결합여부 그리고 입자의 크기변화에 따른 계면의 특성변화를 정량 으로 비교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나노입자와 기지 간 공유결합이 존재하는 나노복합재의 강성변화를 분자동역학 산모사를 

통해 측하여 입자의 표면처리가 없는 경우의 결과와 비교하 다. 한 나노복합재의 분자동역학 모델에서 

찰된 입자의 크기효과를 등가의 연속체 모델을 통해 재연하기 해 순차  리징 모델을 용하 고, 이

를 통해 계면에서의 공유결합 유무에 따른 계면 특성 변화를 정량 으로 비교하 다. 입자와 기지 간 계면에 

공유결합이 존재하는 경우, 입자의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강화효과가 나타났으며, 입자의 크

기효과가 나타나는 범 가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 연구에서 용된 리징 모델과 이에 한 검

증과정을 통해 입자와 기지 간 공유결합이 존재하는 나노복합재의 계면특성을 연속체 모델에서 효율 이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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