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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분자동역학 산모사와 미시역학 모델을 이용하여 나노입자의 체 분율이 높은 경우 나노 입자의 크기효

과와 체 분율 효과가 나노복합재의 기계  물성에 미치는 향을 효과 으로 묘사할 수 있는 순차  리징 해석기법을 

제안하 다. 체 분율이 12%로 고정된 상태에서 나노입자의 크기변화에 따른 률과 단계수를 분자동역학 산모사를 

통해 측한 후, 이를 연속체 모델에서 구 하기 해 다 입자모델을 용하 다. 나노입자의 크기효과를 반 하기 해 

입자와 기지 사이에 유효계면을 추가 인 상으로 도입하 고, 12%의 체 분율 조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체 분율 효과는 

나노복합재를 둘러싸는 가상의 역인 무한 역의 물성값의 변화를 통해 조 되도록 하 다. 유효계면과 무한 역의 물성

을 입자의 반경에 한 함수로 근사한 후 다양한 입자의 크기에서 나타나는 나노복합재의 물성변화의 측이 가능하도록 

하 다. 제안된 리징 해석기법의 용을 통해 분자동역학 해석결과와 잘 일치하는 결과를 연속체 모델에서 효율 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었다. 한 유효계면의 두께와 물성 변화가 나노복합재의 기계  물성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다.

핵심용어 : 나노복합재, 멀티스 일, 분자동역학, 크기효과, 유효계면

Abstract

In this study, an efficient sequential bridging method to characterize both the particle size effect and concentration effect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nanocomposites at high volume fraction is suggested through a molecular dynamics(MD) simulations and 

micromechanics of composites materials. The Young's modulus and the shear modulus of the nanocomposites at various particle 

radius and at 12% volume fraction were obtained from MD simulations and multi-inclusion model was adopted to describe both 

modulus in continuum model. In order to describe the particle size effect, an additional phase, effective interface, was adopted as 

characteristic phase and the non-dilute concentration effect which appears at 12% volume fraction was describe via the variation of 

the elastic modulus of the infinite medium. Both the elastic modulus of the interface and infinite medium were fitted into functions 

of particle radius for the applicability of the present bridging method at various particle radii. Using the present bridging method 

the elastic modulus of the nanocomposites was efficiently obtained with accuracy.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interface thickness 

and modulus on the elastic modulus of the nanocomposite was investigated.

Keywords : nanocomposites, multiscale, molecular dynamics, size effect, effective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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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수 나노미터에서 수십 나노미터의 크기를 가진 미세

구조물의 제조기술이 비약 으로 발 함에 따라 이러한 크기

를 가진 미세재료를 고분자 기지 내에 강화재로 첨가한 나노

복합재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Edelstein and 

Cammarta, 2006). 고분자 기지내에 분산된 강화입자의 크

기가 수 나노미터 수 으로 감소하게 될 경우, 입자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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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particle

Effective interface

(a) 분자동역학 모델 (b) 유효계면과 나노입자로 

구성된 유효입자 구조의 연속체 

모델

그림 1 나노복합재 구조

입자반경(Å) 체 분율 셀 크기(Å) 사슬개수

9.97 0.12 32.64 4

10.74 0.12 35.16 5

11.41 0.12 37.36 6

12.01 0.12 39.32 7

12.56 0.12 41.04 8

표 1 나노복합재의 조성

  체 비가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미량의 나노

입자를 첨가하는 것만으로도 순수한 폴리머 기지의 강성과 

강도를 높일 수 있다. 한 기계  물성 뿐만 아니라 열팽창 

특성(Goyal 등, 2008) 등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노

입자를 첨가한 복합재는 다기능성 재료로 활용될 잠재  가

치가 매우 높다.

실험 으로는 알루미나 강화입자의 크기가 수 나노미터에

서부터 수십 마이크로 미터에 이르는 경우에 해 기계  물

성이 변화하는 것을 찰한 결과, 입자의 크기가 나노미터 

역인 경우 강화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강화효과가 커지

는 것이 보고되었다(Cho 등, 2006). 한 실리카 나노입자

를 폴리실록세인(polysiloxane) 기지에 첨가한 경우에서도 

나노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기계  물성이 증가함이 확인되

었다(Douce 등, 2004). 이러한 실험  근법 이외에도, 

크기가 다른 실리카 나노입자를 폴리이미드 기지에 첨가한 

경우(Yang 등, 2008; Tsai 등. 2008), 알루미나 입자를 

에폭시 기지에 첨가한 경우(Yu 등, 2009)에 한 분자동역

학 산해석을 통해, 나노입자의 크기가 감소할 경우 동일한 

체 분율 조건 하에서도 보다 향상된 강화효과가 나타남이 

보고되었다. 

나노복합재의 크기효과를 묘사하기 해서는 주로 분자동

역학 산모사와 같은 원자수 에서의 해석기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분자동역학 해석기법은 과도한 연산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단 으로 인해 반복 인 계산이나 나노복합재의 설계

문제에 직 으로 용될 수 없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나노입자의 크기효과가 기계  물성에 미치는 

향을 분자동역학 해석을 통해 측한 후, 이를 미시역학 모

델에 달하는 순차  리징 해석기법이 제안되었다(Yang 

등, 2008; Yu 등, 2009). 이러한 리징 해석기법은 나노

입자의 체 분율이 5% 수 의 매우 낮은 경우에 한 데이

터를 고려하 기 때문에, 리징 해석에 용된 모델이 높은 

체 분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입자간 상호작용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한계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나노입자의 크기효과를 묘

사하기 해 입자와 기지간에 유효계면(effective interface)

을 도입할 경우, 입자와 계면의 체 분율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희박분포 조건(dilute concentration condition)을 

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높은 체 분율을 가진 나노복합재의 

기계  물성을 측하기 한 순차  리징 모델을 제안하

다. 나노입자의 체 분율이 고정되고 입자의 크기가 서로 

다른 5개의 경우에 해 률과 단계수를 분자동역학 산

모사(그림 1a)를 통해 측하 고, 이를 연속체 모델에서 묘

사하기 해 다 입자 모델(multi inclusion model)을 

용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입자의 크기효과를 

고려하기 해 유효계면(그림 1b)을 추가 인 상으로 도입하

고, 나노입자의 체 분율 효과를 묘사하기 해 나노복합

재를 둘러싸는 무한 역의 물성을 상수값이 아닌 입자의 크

기에 따라 변화하는 형태로 가정하 다. 한 유효계면의 물

성을 미시역학 리징 모델과 분자동역학 해석결과로부터 계

산하 고, 유효계면의 두께와 물성변화에 따른 나노복합재의 

강화효과를 고찰하 다.

2. 분자동역학 산모사

본 연구에서는 구형의 실리카 나노입자와 폴리이미드

(polyimide)를 각각 강화재와 기지재로 고려하 으며, 하나

의 폴리이미드 사슬은 10개의 이미드 단량체로 구성되어 있

다. 높은 체 분율 하에서 나타나는 나노입자의 크기효과를 

측하기 해 입자의 체 분율이 12%로 고정된 상태에서 

입자의 반경이 9.97Å에서부터 12.56Å까지 변화하는 5개

의 단  셀 구조를 고려하 다. 나노복합재 단 셀의 조성과 

련된 정보는 표 1에 정리하 다. 분자모델링과 앙상블 

산모사는 분자동역학 해석 상용 로그램인 Accelrys사의 

Material Studio 4.2®(Accelrys Inc.)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COMPASS 포스필드를 사용하 다.

나노복합재 기 셀 구조는 비정질 폴리이미드 기지의 정

앙에 실리카 입자가 치하도록 하 고, 나노복합재 분자구조

의 에 지가 최소화 되도록 하기 해 conjugate gradient 



양승화․유수 ․조맹효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2권 제4호(2009.8) 345

입자반경(Å) E(GPa) G(GPa) 체 분율

9.97 4.66 1.74 0.12

10.74 4.20 1.54 0.12

11.41 3.99 1.45 0.12

12.01 3.81 1.38 0.12

12.56 3.60 1.30 0.12

Mori-Tanaka 3.21 1.17 0.12

표 2 분자동역학 해석 결과

p p, fC

i i, fC
m m, fC

infC

p i m 1f f f+ + =
그림 2 입자, 계면, 기지로 구성된 다 입자 모델 

입자

반경(Å)
9.97 10.74 11.41 12.01 12.56

D 1.45 1.31 1.24 1.19 1.12

표 3 입자크기에 따른 매개변수 계산결과

방법으로 단  셀(unit cell)의 포텐셜 에 지가 최소값이 될 

때까지 원자들의 치를 변화시켜가며 안정화 시켰다. 이후 나

노복합재 내부 원자들이 충분한 운동에 지를 가지도록 600K

과 1기압 조건하에서 100피코 (pico second)동안 등온과 

등압 조건을 묘사할 수 있는 NPT(isothermal isobaric) 

(Andersen 1980; Berendsen 등, 1984) 앙상블 산모사

를 수행하 으며, 최종 으로 상온과 기압에서의 평형상태

를 얻기 해 300K과 1기압 조건하에서 NPT 앙상블 산모

사를 900 피코  동안 수행하 다.

나노복합재의 률과 단계수는 Parrinello-Rahman의 

섭동법(fluctuation method)(Parrinello and Rahman, 

1982)을 용하여 계산 하 으며, 600 피코  동안 수행

된 NσT(constant stress) 앙상블 산모사 과정에서 마지

막 100피코  동안 장된 10000개의 변형률 섭동값들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분자동역학 산모사를 통해 도출된 

률과 단계수의 통계  정확성을 해 5번의 반복된 계산

을 수행 하 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값들의 평균값을 나노

복합재의 률과 단계수로 결정하 다.

분자동역학 산모사를 통해 계산된 나노복합재의 률과 

단계수 값들은 표 2에 도시되어 있으며, 동일한 체 분율 조

건 하에서도 나노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 률과 단계수가 

훨씬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분자동역학 해석결과를 

Mori-Tanaka 측모델(Benveniste, 1987)로 계산한 결과

와 비교할 때 분자동역학 해석결과가 훨씬 크게 계산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입자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률과 단계수가 

근 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으

로 증가할 경우 나노복합재의 물성이 Mori-Tanaka 측해와 

비슷한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상할 수 있다.

3. 순차  리징 해석 기법

물성이 다른 둘 이상의 상(phase)으로 구성된 복합재

의 유효물성을 측하기 해서는 일반 으로 고유변형률

(eigenstrain)의 개념을 도입한 미시역학 모델이 리 사용

되어 왔다(이행기 등, 2008). 본 연구에서는 분자동역학 산

모사를 통해 도출된 나노복합재의 률과 단계수를 연속체 

모델에서 구 하기 해서 다 입자 모델(multi inclusion 

model; Hori 등, 1993)을 고려하 다. 다 입자 모델은 여

러 겹의 층으로 구성된 다 입자가 임의의 물성을 가진 가상

의 무한 역(infinite medium)내에 심겨진 형태를 가정하

며,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에서와 같이 다 입자를 입자, 계

면, 기지로 구성된 3상의 구조로 가정하 다. Mori-Tanaka 

모델과 같은 일반 인 미시역학 모델의 경우, 입자와 입자간

의 상호작용이 복합재의 물성에 미치는 향을 복합재의 유

효강성행렬을 계산하는 식의 유도과정에서 한 가정을 통

해 묘사하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나노복합재의 체 분율 효과를 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 입자 모델의 경우 입자의 체 분율 효과를 무한

역의 물성을 통해 묘사하게 되고, 무한 역의 물성은 기지

재료의 물성과 강화입자의 물성을 각각 하한값과 상한값으로 

하여 임의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체 분율에서 나타

날 수 있는 체 분율의 향을 효과 으로 묘사할 수 있다.

다 입자모델을 용한 나노복합재의 유효강성행렬은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Hori 등, 1993).

( )
1N N

inf r r r r
r=1 r=1
f f

−
⎡ ⎤ ⎡ ⎤⎛ ⎞ ⎛ ⎞= + − +⎢ ⎥ ⎢ ⎥⎜ ⎟ ⎜ ⎟

⎝ ⎠ ⎝ ⎠⎣ ⎦ ⎣ ⎦
∑ ∑C C I S I Φ I S Φ

(1)

여기서,  는 무한 역의 강성행렬이며, I는 단 행렬 그

리고 S는 Eshelby tensor(Eshelby, 1950)를 나타내며, 

하첨자 r은 각각 입자(p), 계면(i), 기지(m)를 나타낸다. 

은 r번째 상(phase)의 체 분율을 나타내며, 4차텐서인 Ф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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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반경(Å) E(GPa) G(GPa) 계면두께(Å)

9.97 4.34 1.64 6.60

10.74 3.89 1.41 6.58

11.41 3.70 1.31 6.56

12.01 3.47 1.22 6.51

12.56 3.14 1.11 6.86

표 4 유효계면의 두께와 기계  물성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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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리징 해석모델을 이용한 나노복합재의 물성 해석결과

( )
11

r inf r inf

−−⎡ ⎤= − −⎣ ⎦Φ C C C S (2)

여기서, 은 r번째 상의 강성행렬이다.

나노입자의 체 분율 효과를 묘사하기 해서는 무한 역

의 강성행렬  가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 으로 강화입자

의 체 분율이 낮을 경우  를 기지의 강성행렬과 같은 값

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가정하 다.

   (3)

여기서, 는 입자의 체 분율 효과를 묘사하는 매개변수이

며, 는 분자동역학 산모사를 통해 계산된 나노복합재

의 강성행렬이다. 매개변수 의 값은 분자동역학 산모사

를 통해 구해진 률과 나노입자의 크기효과가 없는 경우의 

Mori-Tanaka 측해와의 비로 계산 하 다. 

5개의 분자동역학 산모사 결과로부터 5개의 값을 계

산할 수 있으며 이는 표 2에 주어져 있다. 나노입자의 크기

가 증가하여 나노입자의 크기효과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입자

의 체 분율 효과도 없어지게 되므로, 무한 역의 강성은 입

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나노복합재의 강성행렬값과 동일

한 형태로 수렴하는 즉, 매개변수 의 값이 1로 수렴하는 

형태로 근사할 수 있다. 따라서 매개변수 를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입자의 반경에 한 함수인 1+56.64exp 

(-0.48)의 형태로 근사하여 다양한 입자의 크기에서 용

될 수 있도록 하 다.

유효계면의 체 분율을 계산하기 해 유효계면의 두께를 

기지를 구성하는 고분자 구조의 도분포로부터 계산하 으

며, 자세한 방법론은 참고문헌(Yang 등, 2008)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유효계면의 두께값은 표 4에 주어져 있으며, 

입자의 크기변화와 무 하게 7Å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있으

므로 7Å으로 고정하 다.

유효계면의 두께를 통해 체 분율을 계산한 이후 유효계면

의 물성은 식 (1)과 (2)를 유효계면의 강성에 한 식으로 

정리한 다음의 식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 )( ) 11 1
i inf i inff

−− −⎡ ⎤= − − + +⎢ ⎥⎣ ⎦
C C I B C CS S I S

(3)

( )
p p m m

1
inf p p m m

( )( )

( )

f f

f f−

= + − +

− + +

B I S I Φ Φ

C C I S Φ Φ (4)

유효계면이 등방성이라는 가정하에 률과 단계수를 계

산하 으며, 입자의 크기에 따른 유효계면의 률과 단계

수는 표 4에 주어져 있다. 매개변수 와 마찬가지로 유효계

면의 률과 단계수를 입자의 반경에 한 함수로 표 하

으며, 각각  2.44+70.2exp(-0.358)와  0.88 

+60.05exp(-0.437)로 근사하 다. 리징 해석을 통해 

근사된 매개변수 값과 유효계면의 물성을 식 (1)에 입하

여 나노복합재의 률과 단계수를 계산하 다. 이 때 무한

역의 물성이 식 (3)에서와 같이 정의되었기 때문에, 무한

역과 유효계면의 물성을 근사한 이후 나노복합재의 물성을 

리징 모델을 통해 계산하는 과정은 Self-consistent 모델

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치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제안된 

리징 해석기법을 통해 계산된 나노복합재의 률과 단계수

를 분자동역학 해석결과와 함께 그림 3에 도시하 으며, 나

노입자의 크기효과가 기계  물성에 미치는 향을 잘 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Mori-Tanaka 모델의 경

우 입자의 체 분율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입자의 체 분율

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변화하는 경우라고 해

도 동일한 측해를 제공하게 되어 나노입자의 크기효과를 

정확히 묘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유효계면의 두께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유효계면의 물성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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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효계면의 두께변화에 따른 유효계면의 물성 변화

계면두께(Å)

입자반경(Å) 4 5 6 7

9.97 4.74 4.70 4.73 4.74

10.74 4.24 4.21 4.24 4.25

11.41 3.96 3.94 3.96 3.96

12.01 3.78 3.76 3.78 3.78

12.56 3.67 3.65 3.66 3.66

표 5 유효계면의 두께에 따른 나노복합재의 률(단  : 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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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효계면의 물성변화에 따른 나노복합재의 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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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유효계면의 두께변화에 따른 나노복합재의 물성 변화

화와 이에 따른 나노복합재의 물성 변화를 보다 자세히 찰

하기 해 유효계면의 두께를 4Å에서부터 7Å까지 변화시켜

가며 유효계면의 률과 단계수를 계산하 다. 계면 두께

변화에 따른 계면의 률과 단계수 값은 그림 4에 도시하

으며, 유효계면의 두께가 작아지는 경우, 유효계면의 률

과 단계수가 차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유효계

면의 두께에 따라 유효계면이 되는 상을 체 분율이 높고 강

성이 낮은 역, 는 체 분율이 낮고 강성이 높은 역으

로 묘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효계면의 물성이 

나노복합재의 물성을 계산하는 식으로부터 계산되었기 때문

에, 표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계면의 두께와 물성의 조합은 

나노복합재의 물성에는 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나노복합재를 구성하는 입자와 기지의 물성은 입자의 체

분율과는 무 하게 고정되어 있는 값이 된다. 따라서 나노복

합재의 물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요한 부분은 유효계

면의 두께와 강성이라 할 수 있다. 유효계면의 두께와 물성

의 향을 보다 자세히 고찰하기 해 입자의 크기가 20Å인 

경우에 해 유효계면의 두께와 물성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보았다. 유효계면의 물성을 기지의 물성에서부터 선형으로 

변화시킨 경우(그림 5), 나노복합재의 물성은 기에는 격

한 증가를 보이지만 이후 증가폭이 차 감소하는 결과를 보

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계면의 두께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그 로 나타난다. 이와는 반 로 유효계면의 두께가 변화하

는 경우(그림 6), 나노복합재의 물성은 유효계면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차 격한 증가를 보이게 된다. 특히 유효

계면의 물성이 큰 경우 복합재의 물성변화율이 더 커지는 결

과를 보 다. 이로부터 나노복합재의 물성은 유효계면의 물

성보다는 체 분율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들로부터 나노입자의 크기와 모양을 히 

조 하거나 나노입자의 표면처리 등을 통해 나노입자 주 에 

기지재료 사슬들이 보다 두텁고 높은 도로 분포할 수 있도

록 하는 미세구조를 설계할 경우 보다 향상된 강화효과를 얻

을 수 있음을 측할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높은 체 분율을 가진 나노복합재에서 나노

입자의 크기 변화가 기계  물성에 미치는 향을 분자동역

학 산모사를 통해 측하 고, 이를 반 할 수 있는 순차

 리징 해석기법을 제안하 다. 나노복합재의 률과 

단계수는 동일한 체 분율 조건에서도 나노입자의 크기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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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수록 증가하는 결과를 보 고, 이를 미시역학 모델에서 

묘사하기 해 다 입자모델을 용하 다. 분자동역학 산

모사로부터 유효계면과 무한 역의 물성을 입자의 크기에 

한 함수로 근사하는 리징 방법론을 용하여 나노복합재의 

물성을 미시역학모델에서 측한 결과, 분자동역학 해석결과

와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제안된 리징 해석

기법은 유한요소해석과 균질화 해석기법을 통한 나노복합재 

설계기법을 용하는데 있어 유용한 연속체 모델링 기법으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유효계면의 두께와 

물성변화에 따른 강화효과를 고찰하 고, 유효계면이 보다 

두껍고 높은 강성을 가지게 될 경우 높은 강화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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