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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scale Simulation은 sub-nano scale의 전자 구조에서부터 macro scale의 multibody 

syste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간/공간 스케일을 관통하는 시뮬레이션 기법이다. 즉, 전자 

수준에서의 변화로 인한 분자 전체의 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기능의 변화를 알 수 있는 

simulation 방법으로 다양한 스케일에서 분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뮬레이션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의 EDISON_CHEM 

솔버들을 조합하여 Multiscale Simulation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세부적으로 양자 

계산 시에 어떤 이론을 선택하여 계산하면 더 정확한지, basis set 선택 시 발생하는 basis set 

superposition error(BSSE)로 인한 분자 수준의 물성의 오차는 어느정도 인지 알아보고자 했다.1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온실 가스이자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메탄을 대상으로 

하였다.2 다양한 시공간 스케일을 다루는 에디슨 솔버들 중에 양자 수준의 계산을 할 수 있는 

솔버로는 “GAMESS”를 이용했고, 이 결과를 통해 분자 수준의 물성을 알아보기 위한 솔버로는 

“사용자 지정 역장을 사용한 일반 분자동력학(general_MD)”과 “두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LJ 

입자에 대한 분자동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sejong_lj))”을 이용했다. 

메탄의 상 전이 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 Hartree fock (HF) self-consistent theory를 통해 얻은 

force field 보다는 Second-order Møller–Plesset (MP2) perturbation theory로 얻은 force field가 더 

정확한 상 전이 온도를 예측한다는 것을 메탄의 coarse-grained simulation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MP2 이론으로 구한 force field에서 BSSE를 보정해주면 실험적으로 구한 메탄의 상 전이 

온도와 더 근사한 값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3 이를 통해 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더 

정교하게 계산하는 MP2 이론으로 force field를 구해서 BSSE를 보정해주면 계산의 결과가 

정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이 EDISON_CHEM의 솔버들로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서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물리화학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실험적인 관찰 

보다는 계산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미시적 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관찰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커질수록 고려해야하는 입자 

수가 많아져서 계산량이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복잡하고 큰 시스템에서 coa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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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ined model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Coarse-grained model을 사용한 molecular 

dynamics (MD) simulation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force field를 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온실 가스 이자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셰일 가스의 주 

성분인 메탄을 모델로 선정하여 메탄에 대한 

양자역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force 

field를 제작했다.2 제작한 force field를 사용한 

coarse-grained MD simulation을 통해 메탄 

분자의 상 전이와 각 상에서의 확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양자계산 프로그램인 “GAMESS” 솔버를 

이용해 메탄 분자의 양자역학 수준의 정확도를 

가진 force field를 구축한다. 그 다음, 제작한 

force field를 이용해서 coarse-grained MD 

simulation을 수행했다. MD simulation에는 

“사용자 지정 역장을 사용한 일반 

분자동력학(general_MD)”과 “두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LJ 입자에 대한 분자동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sejong_lj))” 솔버를 사용했다. 양자 

계산을 통한 force field 제작에는 HF 과 MP2 

의 두가지 이론이 사용되었으며 BSSE의 효과 

또한 고려해보았다.1 BSSE란 한 분자 내의 

원자가 다른 원자 혹은 상호작용하는 다른 

분자의 원자들과 가까워져서 원자 고유의 

basis function이 서로 중첩될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중첩된 다른 원자의 basis 

function도 자신의 basis set에 포함시키면 

에너지와 같이 basis set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물성을 구할 때 오차가 생기며 이를 BSSE라 

한다. 따라서, 이를 보정해 주어야만 정확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HF 이론은 최적화된 구조를 얻기 쉬우므로 

많이 사용되지만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근사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MP2 이론은 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구할 때 HF 방법에 Rayleigh–Schrödinger 

perturbation theory(RS-PT)를 추가하여 더 

정교하게 전자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론이다. 이에 따라, HF을 통해 얻은 force 

field는 메탄 분자간 인력이 없고 반발력만 

존재하는 형태이고, MP2를 통해 얻은 force 

field는 인력과 반발력이 모두 존재하는 

형태였다. BSSE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HF 

force field를 사용한 경우 상전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MP2 force field를 사용한 경우 고체-

액체 상전이(207.5 K), 액체-기체 상전이(402.5 

K)가 모두 관찰되었으나 실제 메탄 가스의 

녹는점, 끓는점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BSSE를 보정해 준 MP2 force field를 사용한 

결과 1기압에서 끓는점이 192.5 K, 녹는점이 

137.5 K으로 실제 끓는점인 111.66 K, 

녹는점인 90.7 K과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원하는 수준의 정확도를 가진 force field 

제작을 위해서는 양자 계산 시 적절한 이론을 

선택하는 것과 그 이론에 알맞은 basis set을 

선택하여 BSSE를 보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 

 

이론 및 계산방법 

 

1) EDISON_CHEM 의 “GAMESS” 솔버를 

이용한 메탄의 force field 제작 

 

 본 연구에서는 HF 이론과 MP2 이론을 

이용해서 BSSE 보정 전의 methane force 

field를 얻어 일차적으로 두 force field의 

차이를 확인했다. 또한, MD simulation으로 

구한 녹는점, 끓는점과 실제 녹는점, 

끓는점과의 차이를 통해 basis 선택 시 

발생하는 BSSE의 보정 효과를 보고자 한다.  



112

제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Figure 1] Methane dimer가 이루는 가장 안정한 구조인 D3d 구조(staggered 구조). 이 구조일 때 

methane dimer의 퍼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다. 

Methane의 force field를 구하기 위해 

methane 한 분자를 하나의 입자로 고려하는 

coarse-grained model을 사용했다. 또한, basis 

set은 BSSE 보정 시 force field의 차이가 가장 

큰 aug-cc-pVDZ를 선택해서 분자 수준에서 

BSSE의 보정 효과를 보고자 했다.1 Methane 

dimer 사이를 특정 거리 R로 고정해 놓고, 

구조를 최적화 한 후 에너지를 계산하여, 

methane 분자 사이의 interaction energy를 

얻었다. 에너지 계산은 “GAMESS”의 energy 

optimize 옵션을 사용했다. Methane dimer가 

가장 안정한 형태일 때는 D3d의 형태를 

가지므로 항상 D3d의 형태인지 확인을 거친 

후 퍼텐셜 에너지를 구했다[Figure1]. HF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의 경우는 탄소 간의 

거리를 3.0 Å 부터 5.0 Å까지, MP2 방법을 

이용한 경우는 탄소 간의 거리를 3.2 Å 부터 

7.5 Å 까지 증가시키며 가장 안정할 때의 

퍼텐셜 에너지를 구했다.1  

위의 과정을 통해서 구한 퍼텐셜 에너지를 

Lennard-Jones(LJ) potential 식(1)에 피팅하여 

퍼텐셜 에너지의 깊이(ε)와 퍼텐셜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탄소 간의 거리(σ)를 구했다. LJ 

potential이란 중성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수학적으로 나타낸 간단한 모델이며 가장 

대표적인 LJ potential 식은 아래와 같다.4 

 

 

 

𝑉𝑉𝑉𝑉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 = 4𝜀𝜀𝜀𝜀 ��𝜎𝜎𝜎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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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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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1) 

 

(1)번 식의 �𝜎𝜎𝜎𝜎
𝑟𝑟𝑟𝑟
�
12

 는 분자 간의 반발력을 

나타내며 �𝜎𝜎𝜎𝜎
𝑟𝑟𝑟𝑟
�
6
 는 분자 간의 인력을 나타낸다 

. 

2) 제작한 force field 를 이용한 coarse-

grained MD simulation 실행 

 

MD simulation은 force field 제작 시 이용된 

두 이론을 이용하여 BSSE를 보정한 force 

field와 보정하지 않은 force field, 총 4가지의 

force field로 MD simulation을 수행했다.  

 앞서 구한 ε과 σ을 EDISON_CHEM 솔버들을 

이용한 MD simulation을 할 때 사용했으며,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HF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를 이용한 MD 

simulation 시 1 atm 에서 계의 온도를 600 K 

부터 5 K 간격으로 50 K 까지 변화시키며 

계의 부피 변화를 통해 상전이를 관찰했다. 

MP2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를 이용한 MD 

simulation은 BSSE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1 

atm에서 계의 온도를 600 K 부터 5 K 

간격으로 105 K 까지 변화시키며 상전이를 

관찰했다. BSSE를 보정한 force field는 1 

atm에서 계의 온도를 50 K 부터 5 K 간격으로 

600 K 까지 변화시켰고, 계의 압력을 0.01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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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e 옵션을 사용했다. Methane dimer가 

가장 안정한 형태일 때는 D3d의 형태를 

가지므로 항상 D3d의 형태인지 확인을 거친 

후 퍼텐셜 에너지를 구했다[Figure1]. HF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의 경우는 탄소 간의 

거리를 3.0 Å 부터 5.0 Å까지, MP2 방법을 

이용한 경우는 탄소 간의 거리를 3.2 Å 부터 

7.5 Å 까지 증가시키며 가장 안정할 때의 

퍼텐셜 에너지를 구했다.1  

위의 과정을 통해서 구한 퍼텐셜 에너지를 

Lennard-Jones(LJ) potential 식(1)에 피팅하여 

퍼텐셜 에너지의 깊이(ε)와 퍼텐셜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탄소 간의 거리(σ)를 구했다. LJ 

potential이란 중성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수학적으로 나타낸 간단한 모델이며 가장 

대표적인 LJ potential 식은 아래와 같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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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한 force field 를 이용한 coarse-

grained MD simulation 실행 

 

MD simulation은 force field 제작 시 이용된 

두 이론을 이용하여 BSSE를 보정한 force 

field와 보정하지 않은 force field, 총 4가지의 

force field로 MD simulation을 수행했다.  

 앞서 구한 ε과 σ을 EDISON_CHEM 솔버들을 

이용한 MD simulation을 할 때 사용했으며,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HF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를 이용한 MD 

simulation 시 1 atm 에서 계의 온도를 600 K 

부터 5 K 간격으로 50 K 까지 변화시키며 

계의 부피 변화를 통해 상전이를 관찰했다. 

MP2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를 이용한 MD 

simulation은 BSSE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1 

atm에서 계의 온도를 600 K 부터 5 K 

간격으로 105 K 까지 변화시키며 상전이를 

관찰했다. BSSE를 보정한 force field는 1 

atm에서 계의 온도를 50 K 부터 5 K 간격으로 

600 K 까지 변화시켰고, 계의 압력을 0.01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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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tm, 10 atm, 40 atm, 70 atm, 100 atm 로 

다양하게 설정해서 600 K 부터 50 K 까지 5 K 

간격으로 관찰하며 상전이를 보았다. 상전이의 

확인을 위해 평균 제곱 거리(mean square 

displacement)의 변화가 있을 경우 상전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각 상들을 구분해 보았으며 

압력에 따른 평균 제곱 거리의 변화 또한 

관찰해 보았다. 

 주어진 압력  P 에서 부피-온도의 상 그림을 

그려보고자 했는데,  EDISON_CHEM의 

솔버들은 모두 NVT 앙상블에 대한 결과만 

얻을 수 있어서 결과 파일인 restart.dcd 

파일을 이용하여 따로 NpT 앙상블 조건에서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에 대한 결과들을 

얻었다.5 이를 통해 어떤 이론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가 1 atm 일 때 실제 메탄의 

끓는점, 녹는점과 유사한 지 확인해보았다. 

또한 MP2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에서 

BSSE를 보정해 준 경우 여러 압력에서 구한 

상전이 온도들을 통해 다양한 압력에서 실제 

메탄의 상전이 온도와 어느 정도의 일치를 

보이는 지 확인해 보았다.  

 

결과 및  논의 

 

1) HF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 와 MP2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 의 비교 

 

 HF 방법과 MP2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의 

차이를 보기 위해 HF 방법을 사용한 force 

field는 탄소 사이의 거리를 3.5 Å 부터 5.0 Å 

까지, MP2 방법을 사용한 force field는 탄소 

사이의 거리를 3.2 Å 부터 7.5 Å 까지 

구했다[Figure2].  

 [Figure2]에서 HF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는 

LJ potential에서 분자 간의 인력이 없고 오직 

반발력만 남은 형태와 같이 지수 함수를 

따르며 퍼텐셜 에너지가 감소한다.1 반면 MP2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는 LJ potential에서 

분자간의 인력과 반발력이 모두 고려된 

일반적인 LJ potential의 형태를 따른다.1 즉, 

HF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는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제대로 된 계산 

결과라고 할 수 없다. 이는 HF 방법이 파동 

함수를 결정하고 에너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eigenfunction을 single Slater 

determinant로 구하고 mean field 

approximation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의해 many body system의 문제가 one body 

system으로 근사되며 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여 오차가 생겼다. 반면, 

MP2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는 분자간의 

인력이 반영된 일반적인 LJ potential의 형태와 

유사하므로 가장 안정한 에너지를 구하는데 더 

적합한 퍼텐셜이라 할 수 있다. [Figure2]의 

퍼텐셜 에너지를 LJ potential 과 비교하여 ε, 

σ를 구해보았다. 먼저, HF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는 LJ potential과 비교했을 때, ε은 0.0117 

kcal/mol 이었고, σ는 4.4545 Å 이었다. MP2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는 LJ potential과 

비교했을 때, ε은 0.93 kcal/mol 이었고, σ는 

3.1477 Å 이었다.1 

 

2) HF 방법과 MP2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를 사용한 MD simulation 결과 비교  

 

앞서 각 HF 방법과 MP2 방법의 force 

field들에서 구한 ε, σ와 BSSE가 보정 된 force 

field들에서 구한 ε, σ를 이용하여 서론에서 

언급한 EDISON_CHEM의 솔버들로 methane의 

MD simulation을 통해 1 atm에서의 부피-온도 

상전이 그림을 그려보았다[Figure3.(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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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HF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 3.5 Å 부터 4.0 Å 까지는 0.1 Å 간격으로 탄소 간의 

거리(R)를 증가시켰고 4.0 Å 부터 5.0 Å 까지는 0.2 Å 간격으로 탄소 간의 거리를 증가시켰으며 

에너지가 지수 함수와 같은 형태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P2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는 3.4 Å 부터 3.8 Å 까지는 0.1 Å 간격으로 탄소 간의 거리를 증가시켰고 3.8 Å 부터 7.5 Å 

까지는 0.2 Å 간격으로 탄소 간의 거리를 증가시켰으며 인력과 반발력이 모두 존재하는 LJ 

potential의 형태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Symbol은 각 양자 계산을 통해 구한 것이며 solid line은 

LJ potential에 피팅 한 것이다. 

 

      
[Figure 3. (a)] HF 이론으로 구한 force field를 사용해서 NpT 앙상블을 적용한 MD simulation으로 

얻은 부피-온도 상전이 그림. BSSE의 보정 여부와 관계 없이 같은 온도에서는 거의 유사한 

부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상전이는 한번도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 3. (b)] MP2 이론으로 

구한 force field를 사용해서 NpT 앙상블을 적용한 MD simulation으로 얻은 부피-온도 상전이 

그림. BSSE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ε=0.93 kcal/mol, σ=3.1447 Å)와 보정한 경우(ε=0.4 kcal/mol, 

σ=3.1447 Å) 모두 두번의 상전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1,6 상전이 온도는 BSSE를 보정한 경우가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먼저 [Figure3.(a)]에서 HF 방법으로 구한 

부피-온도 상전이 그림을 보면 BSSE의 보정 

결과와 상관 없이 상전이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7 반면 [Figure3.(b)]에서 

MP2 방법으로 구한 부피-온도 상전이 그림은 

BSSE의 보정 결과와 상관 없이 두번의 

상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상전이 온도는  BSSE를 보정하지 않은 force 

field를 사용한 경우 고체-액체 상전이는 207.5 

K, 액체-기체 상전이는 402.5 K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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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먼저 [Figure3.(a)]에서 HF 방법으로 구한 

부피-온도 상전이 그림을 보면 BSSE의 보정 

결과와 상관 없이 상전이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7 반면 [Figure3.(b)]에서 

MP2 방법으로 구한 부피-온도 상전이 그림은 

BSSE의 보정 결과와 상관 없이 두번의 

상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상전이 온도는  BSSE를 보정하지 않은 force 

field를 사용한 경우 고체-액체 상전이는 207.5 

K, 액체-기체 상전이는 402.5 K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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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SE를 보정한 force field를 사용한 경우 

고체-액체 상전이는 137.5 K, 액체-기체 

상전이는 192.5 K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메탄의 고체-액체 상 전이와는 46.8 K, 액체-

기체 상 전이와는  80.8 K 이라는 BSSE 보정 

전과 비교했을 시 적은 차이를 보인다.  

 HF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는 분자 간의 

인력이 배제된 형태였고 이를 이용했을 때, 

한번의 상 전이도 관찰할 수 없었다. 반면, 

MP2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는 분자 간의 

인력과 반발력이 모두 고려된 형태이므로 이를 

이용했을 때 고체, 액체, 기체의 상 분리가 

정확히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메탄의 상 전이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MP2 방법을 이용한 양자 계산이 HF 방법을 

이용한 양자 계산 보다는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P2로 구한 force field에서 BSSE를 

보정해준 경우 여러 압력에서도 실제값과 잘 

맞는지 관찰하기 위해 다양한 압력에서 NpT 

조건의 MD simulation을 통해 부피-온도 

그래프를 얻었다[Figure4.(a),(b)]. 

 1기압 보다 낮은 기압에서는 상 전이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1기압 보다 높은 

기압에서는 모두 두 번의 상 전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10 atm의 경우 고체-액체 상전이는 

92.5 K, 액체-기체 상전이는 132.5 K에서 

관찰되었다. 고체-액체 상전이의 경우 

실제값과 약 2 K 정도, 액체-기체 상전이의 

경우 실제값과 약 18 K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40 atm의 경우 고체-액체 상전이는 실제와 약 

2 K 정도, 액체-기체 상전이는 실제와 약 11 

K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70 atm과 100 

atm에서 구한 고체-액체 상 전이도 실제값과 

약 2 K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액체-기체 

상전이의 경우 메탄의 임계압력이 45.4 

atm임을 감안하면 관찰되지 않았어야 하지만 

70 atm의 경우 약 207.5 K에서 100 atm의 

경우 약 222.5 K에서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MP2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에서 BSSE를 

보정해 주면 분자수준의 물성이 극도로 높거나 

낮은 압력에서는 오차가 생기지만 어느정도 

높은 압력 까지는 계산의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4. (a)] BSSE가 보정된 MP2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를 이용해서 0.01 atm, 0.1 atm에서 

구한 부피-온도 그래프이다. 한번의 상전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ure 4. (b)] 

BSSE가 보정된 MP2 방법으로 구한 force field를 이용해서 10 atm, 40 atm, 70 atm, 100 atm에서 

구한 부피-온도 그래프이다. 모든 압력에서 두 번의 상전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고체-액체 

상전이의 경우는 상전이가 일어나는 온도 범위 또한 모든 압력에서 같았으며 액체-기체 상전이는 

각 압력마다 다른 온도 범위에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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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b),(c)] [Figure4.(b)]에서 온도에 의해 나눠지는 각 상에서의 시간에 따른 평균 제곱 

거리이다. [Figure5.(a)]는 고체 상, [Figure5.(b)]는 액체 상, [Figure5.(c)]는 기체 상에서의 시간에 

따른 평균 제곱 거리를 나타낸 것이며 공통적으로 압력이 높아질 때 시간에 따른 평균 제곱 

거리가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압력에서 시간에 따른 평균 제곱 

거리의 양상을 보면 고체, 액체, 기체가 

뚜렷하게 나뉜다. 고체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자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반면, 

액체와 기체 상에서는 입자들이 시간에 따라 

확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균 

제곱 거리의 경우 압력이 높아질수록 작아지며 

온도가 높아질수록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mean free path와 Maxwell-Boltzmann 

분포로부터 유도되는 압력과 확산 계수가 

반비례하는 (2)식과 확산 계수와 온도가 

비례하는 Stokes-Einstein 방정식(3)으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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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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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연구는 EDISON_CHEM의 솔버들을 

이용하여 Multiscale Simulation의 가능성을 

보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GAMESS” 

솔버로 구축한 force field를 이용해서 coarse-

grained simulation을 통해 메탄의 분자수준의 

물성을 실제값들과 비교해 보았다. Force field 

제작의 경우 HF 방법과 MP2 방법을 비교해본 

결과 MP2 방법을 사용하면 HF 방법에 비해 

비교적 정확한 force field를 제작할 수 있었다. 

이는 MP2 방법이 HF 방법에 비해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더욱 정교하게 계산한 

결과이다. 또한, basis set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BSSE를 보정해주면 실제값과 비교적 일치하는 

물성을 얻을 수 있었다. 1 atm 미만의 

저기압이나 50 atm이 넘는 고기압에서는 다른 

양상의 상전이가 관찰 되었는데. 각 상은 평균 

제곱 거리의 양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극한의 저기압이나 고기압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EDISON_CHEM의 

솔버들을 통해 구축한 force field를 이용하면 

실제 메탄의 물성을 잘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Multiscale Simulation의 첫 

단계를 EDISON_CHEM의 솔버들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다만 더 

큰 system에서 더 다양한 물성을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양자 계산 프로그램과 

다양한 시간/공간 스케일을 다루는  MD 

simulation 솔버들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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