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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체 이론을 기반으로 한 나노 허니콤 구조물의 탄성 거동 측

The Prediction of Elastic Behavior of the Nano-Sized Honeycombs Based

on the Continuum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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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나노 크기의 허니콤 구조물은 거시  크기의 허니콤 구조물에 비해 보다 높은 부피 비 표면  비율을 구 하여 기

, 화학 인 매로써 기능성을 극 화할 수 있다. 나노 크기의 구조물은 거시  크기의 구조물과 다른 기계  거동양상

을 보이며 이는 표면효과에 기인한다. 이러한 표면효과는 원자 수  산모사(atomistic simulation)를 통해 규명할 수 있으

나 나노 허니콤 구조물의 거동을 측하는 것은 실 으로 과도한 산자원  계산시간으로 인해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응력 탄성모델을 용한 리징방법을 균질화기법과 연계하여 나노 크기의 허니콤 구조물의 기계  거동

을 효율 으로 측하 다. 

핵심용어 : 표면효과, 나노 허니콤 구조물, 균질화, 차원 축소, 멀티스 일 해석

Abstract

The nano-size hoenycomb structures have the higher ratio of the surface to the volume than macro-size honeycomb structures, 

and they can maximize the functionality of the electrical and chemical catalyst. The mechanical behaviors of the nano-sized 

structures are different from ones of the macro-size structure, and it is caused by the surface effect. This surface effect can be 

investigated by the atomistic simulation; however, the prediction of mechanical behaviors of the nano-sized honeycombs are 

practically impossible due to excessive computational resources and computation time. In this paper, by combining the bridging 

method considering the surface stress elasticity model with homogenization method, the mechanical behaviors of the nano-sized 

honeycombs are predicted efficiently.

Keywords : surface effect, nano honeycomb structure, homogenization, dimensional reduction, multisca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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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정기술의 발 은 나노 크기의 구조물의 제작을 실  

하 으며 소형화에 따른 기능성을 극 화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기존의 허니콤 구조물은 량 비 

고강도를 구 할 수 있어 구조물의 경량화가 요구되는 곳에 

리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나노 크기의 허니콤 구조물은 부

피 비 표면 을 극 화할 수 있어 기 , 화학  매로

써의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공정기법을 통해 나노 크기의 허니콤 구조물이 제작되고 있

다(Honda 등, 2001; Lillo 등, 2009). 따라서 나노 크기

의 허니콤 구조물의 역학 인 성능을 측하고 더 나아가 최

 설계를 한 해석기법이 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일반 으로 나노 구조물이 거시  크기의 구조물과 다른 

물성을 보이는 것으로 밝 졌으며, 이러한 상을 규명하기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Streitz 등 1994; Miller 등, 

2000; Dingreville 등, 2005). 구조물의 표면은 원자 결합 

상태가 내부와 다르기 때문에 거시  수 에서와는 달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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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수 에 이르게 되면 구조물의 거동에 큰 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표면효과라고 한다. 따라서 나노 구조물의 거동

을 정확하게 측하기 해서는 표면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원자수  산모사(atomistic simulation)가 필수 으로 요

구된다. 그러나 원자수  산모사는 용량의 산자원과 

과도한 계산시간으로 인하여 해석 가능한 구조물의 크기가 

제한 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연속체 이론에 기반한 해석기

법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나노 크기의 박막에 해 

Gurtin과 Murdoch(1975)이 제안한 표면응력 탄성모델을 

용한 리징 해석기법이 제시되었다(Cho 등, 2009). 표

면응력 탄성모델은 기존의 다양한 연속체 이론을 쉽게 목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균질화

기법을 통해 나노 크기의 허니콤 구조물의 기계  특성을 

측하 다.

단  셀에 한 등가의 강성을 산출하여 계산 효율성을 증

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균질화기법은 크게 해석  근

법과 수치  근법으로 분류된다. 셀구조의 거동에 한 해

석해를 구하기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Gibson 

등, 1982; Hohe 등, 1999; Kim 등, 2000), 유도 과정에

서 도입된 가정으로 다소 부정확한 결과를 래하게 되며 복

잡한 형상에 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반

해 수치  균질화기법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측할 수 있다(Guedes 등, 1990; Hollister 등, 

1992). 

본 연구에서는 일차 으로 분자동역학 산모사(Molecular 

Dynamic Simulations)을 통해 표면효과를 측하 으며 

Kirchhoff  이론에 근거한 균질화기법(Lewiński, 1991a; 

1991b; Buannic 등, 2003)에 표면응력 탄성모델을 결합하여 

나노 크기의 3차원 허니콤 구조물을 등가의 2차원  구조물로 

체하는 리징기법을 제안하 다. 수치 제에서는 단결정 재

료의 나노 크기 허니콤 구조물에 해 표면효과를 고려하여 균질

화된 강성값을 표면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강성값과 비교·분석하

다.

2. 표면효과를 고려한 연속체 모델

Gurtin(1975) 등이 제안한 표면에서의 구성방정식은 다

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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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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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표면 잔류응력, 와 는 두 개의 라메상수

(Lamé constants)이다. 박막 구조물에 표면효과를 고려하

여 구성방정식을 표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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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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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4)에서 는 평 의 두께, 는 변 이며, 

에서 3개의 매개변수는 재료에 한 고유의 물성치에 해당하

며 분자동역학 산모사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Gurtin 등이 제안한 구성방정식은 물질을 등방성

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물질이 이방성일 경우에는 와 같은 

방법을 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방성일 경우는 다음과 같

은 식을 통해 표면응력 탄성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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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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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에서 는 분자동역학  해석(Molecular Dynamic 

simulation)을 통해 얻어진 강성 행렬이며, 식 (7)에서 

는 거시  크기에서의 강성 행렬이다. 

3. 균질화

균질화기법은 주기성을 가지는 복합재에 한 등가의물성

을 측하여 복잡한 형상을 가지는 구조물의 해석시에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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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델링 작업  계산의 효율성을 증 시키는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한다. 근  해석기법의 수치  균질화방법은 표면

응력 탄성모델과 연계하여 나노 크기의 허니콤 구조물의 역

학  거동을 효율 으로 측할 수 있다.

3.1 Asymptotic expansion 기법

그림 1 주기성을 가지는 구조와 단  셀

균질화를 해 그림 1에서와 같이 단  셀은 평면방향에 

해 주기성을 만족하도록 선정한다. 여기서, 주기성을 가지

는 구조물의 체 길이 과 선정된 단 셀의 길이 의 비율

을   으로 가정하고, 이 비율 이 단 셀의 높이 와 

모델 체 길이 의 비율과 같다고 가정한다. 즉,   

≈의 계로부터 하나의 무차원화된 작은 매개변수 를 

도입하여 식 (4)에서와 같이 거시  에서의 좌표 를 

미시  에서의 좌표 로 변환하게 된다.

   (8)

변 를 매개변수 에 한 항으로 개하고, 이를 변 -변

형률 계식과 구성방정식에 입함으로써 변형율과 응력 역

시 매개변수 에 해 진 으로 개하면, 식 (9)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9)

3.2 차원 축소를 통한 균질화

식 (9)에서 개된 각 항을 평형방정식과 구성방정식, 변

-변형율 계식에 입하게 되면 식 (10)과 같은 재귀  

형태의 지배방정식을 얻게 되며, 면내 방향에 한 주기 경

계 조건과 윗면과 아랫면에 해 하 자유경계 조건을 부여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변 에 한 2차항까지의 해를 고

려하 다.









   


  

 






(10)

 항과  항은 미분방정식으로부터 해석 으로 구할 수 

있으며 변 에 한 1차항은 고  이론에서의 변 장과 일

치하게 된다. 변 에 한 2차항은 다음과 같이 강체 변  

부분과 워핑(warping) 변 로 구분된다.

  (11)

변 에 한 2차항에서 워핑해 는 해석 으로 구할 수 

없게 되어, 식 (10)에서 평형 방정식에 해 가상일의 원리

를 용하여 수치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12)

식 (9)를 식 (12)에 입한 후 식 (13)와 같이 Kirchhoff 

- Love  가정을 도입하여 3차원 구조를 등가의 2차원 으

로 차원을 축소하게 된다.








  (13)

변분 를 이산화한 후 유한요소 정식화를 거쳐 워핑해를 

찾을 수 있으며, 최종 으로 합력과 변형률에 한 구성방정

식을 통해 균질화된 강성 행렬을 얻을 수 있다.





  

〈〉 〈〉〈〉〈〉



 (14)





〈〉 〈〉〈〉〈〉






여기서,  는 미분을 의미하며, 표기된 연산자〈∙〉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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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하니콤 단 셀(단 : nm)

그림 3 허니콤 구조의 표면 방향

그림 4 표면효과가 용된 허니콤 단 셀

〈∙〉 
 


∙ (15)

여기서,  는 단  셀의 심면에서 정의된 면 을 의미한다.

식 (14)에서 와 는 거시  스 일에서 정 된 단

 변형률과 단  곡률을 의미하며, 
와 는 응력  

굽힘 모멘트가 작용할 때 단  변형률과 단  곡률을 만족시

키기 한 주기 변 를 나타내며 식 (14)은 다음과 같이 간

략하게 표 할 수 있다.





  

 

 



 (16)

여기서, 첨자 ‘’는 균질화된 항을 의미한다.

4. 수치 제

4.1 표면 방향에 따른 표면효과의 용

나노 크기 허니콤 구조의 균질화를 한 단 셀의 크기는 

그림 2와 같다. 

수치 제에서의 허니콤 단 셀의 크기는 가로  nm, 

세로 120nm, 높이 600nm이며, 허니콤 한 변의 길이는 

40nm이다. 본 연구에서는 허니콤 벽의 두께()를 변화시키며 

표면효과에 의한 강성의 변화를 측했다. 재료는 단결정 구리

로, 벌크의 물성은 탄성계수 65.7GPa, 푸아송비 0.419, 

단계수 73GPa이다. 3차원 20  육면체 요소를 사용했으며, 

총 요소 수는 8640, 총 자유도는 131,847이며, MATLAB을 

통해 유한요소 모델을 구 하 다.

리소그라피(lithography)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되는 나노 

허니콤의 경우 각 벽면은 다른 격자 배열을 갖게 되며 정육

각형 형태의 셀의 경우 그림 3에서와 같이 두 가지 형태의 

격자 배열을 가지게 된다. 즉, 단결정 구리는 이방성이므로, 

표면의 원자 방향에 따라 용되는 표면효과에 의한 강성행

렬의 값이 달라지게 된다. 표면응력 탄성모델은 유한요소 해

석시 두께가 없는 멤 인 요소로 취 되며 따라서 두 가지 

형태의 표면응력 탄성모델을 그림 4에서와 같이 벌크 부분에 

추가하게 된다.

분자동역학 해석은 오  소스 코드 LAMMPS(Plimpton 

등, 2008)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얇은 박막 형태의 구조물에 

해 인장  비틀림 해석을 수행한 후 식 (5)을 이용하여 유

추하 다. 박막의 크기는 략 가로·세로 40nm이고 두께는 

5nm 이다. Mishin 등(2001)이 제안한 EAM(Embedded 

atom method) potential을 사용하 으며, 온도 300K에서 

NPT ensemble 조건하에 100ps 동안의 안정화(relaxation 

procedure)을 거쳤다. 표면응력 탄성모델을 얻기 한 인장 

 비틀림 해석에서 NVT ensemble 조건 하에 일정한 변형율

( 1×10
-4
)을 50ps 간격으로 부과하 다. 이 때 그림 2에서 

경사진 벽면은 표면에 해 격자 배열 방향이 30° 는 60°이

므로 기에 이와 가장 유사한 [10 17 0] 는 [17 10 0] 형

태로 원자를 배열하 으며, 그 외 벽면에 한 표면응력 탄성

모델을 구성하기 해 [1 0 0] 형태로 원자를 배열하 다. 원

자들간의 평형 상태를 회복하도록 충분한 안정화 과정(rel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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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N·m)    

Without Surface 4.76 4.55 4.92 0.114

Surface 5.11 4.45 4.56 0.586

정규화 1.07 0.98 0.93 5.131

표 2 나노 허니콤 구조의 굽힘 강성(벽 두께: 4nm)

(kN/m)    

Without Surface 1.58 1.52 1.64 0.037

Surface 1.70 1.46 1.52 0.195

정규화 1.07 0.98 0.93 5.18

표 1 나노 허니콤 구조의 인장 강성(벽 두께: 4nm)

그림 5 허니콤 단 셀의 와핑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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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나노 허니콤 구조의 벽 두께 변화에 따른

정규화된 인장 강성

tion procedure)를 거친 후에 각각에 해 인장  비틀림 해

석으로부터 얻어진 표면응력 탄성모델은 식 (17)과 (18)에 표

기하 으며 각기 다른색으로 구분하 다.


 





  
  
  




 (17)


 





  
  
  




 (18)

4.2 벽 두께 변화에 다른 강성 변화

와핑 변 를 통해 3차원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변형을 보

다 명확히 찰할 수 있으며 거시  스 일에서 정의된 단  

변형률 와 단  곡률 에 따른 와핑 변 를 그림 5에 

도시하 다.

여기서, 각각의 와핑 변 는 주기 경계 조건이 부과된 단

셀에서 얻어졌으며, 각 변 를 최  변 로 정규화하여 최

값과 최소값을 표시하 다.

벽 두께가 4nm 일 때 정육각형 형태의 셀에 한 균질화

를 통해 측한 인장 강성  굽힘 강성은 표 1과 2에 정리

하 다. 표면효과를 고려한 결과 나노 수 의 벽 두께를 가

지는 허니콤 구조물의 인장 강성  굽힘 강성은 표면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와 의 증가폭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의 경우 탄성계수를 감소시키고 단

계수를 증가시키는 반면, 
 는 탄성계수  단계수 모

두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면효과는 단 강성  

비틀림, 굽힘 강성의 큰 변화를 래하게 한다. 

두께에 변화 따른 표면효과의 향을 살펴보기 해 표면

효과가 있는 나노 허니콤 구조의 물성을 표면효과가 고려되

지 않은 경우의 물성으로 나 어 정규화하여 그림 6과 7에 

도시하 다. 

그림 6과 7에서 보듯이 나노 허니콤 구조의 벽 두께가 얇

아짐에 따라 표면효과에 의한 강성 변화 폭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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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나노 허니콤 구조의 벽 두께 변화에 따른

정규화된 굽힘강성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표면효과를 고려한 유한요소기법을 통해 나

노 크기 허니콤 구조의 탄성 거동을 측하 다. 일차 으로 

분자동역학 해석을 거쳐 표면응력 탄성모델을 유추한 이후 3

차원 구조물을 등가의 2차원 구조물로 체하는 균질화기법

에 용하여 나노 구조물에서 나타나는 크기에 따른 강성 변

화를 측할 수 있었다. 원자수  사모사 해석방법의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는 효율 인 해석방법의 제안을 통해 주기성

을 가지는 나노 구조물의 역학  거동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라메트릭 스터디를 통해 나노 크기의 허니콤 구조 설계에 

반 할 수 있다.

감사의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수

의 연구 심 학육성사업(WCU, R31-2010-000-10081-0)

과 국가지정연구실사업(ROA-2010-000-20109-0)으로부터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Buannic, N., Cartraud, P., Quesnel, T. (2003) 

Homogeization of Corrugated Core Sandwich 

Panels, Composite Structures, 59, pp.299~312.

Dingreville,Qu, R., Cherkaous, M. (2005) Surface 

Free Energy and its Effect on the Elastic Behavior 

of Nano-sized Particles, Wires and Films, Journal 

of the Mechanics and Physics of Solids, 53, 

pp.1827~1854.

Cho, M., Choi, J., Kim, W. (2009) Continuum-based 

Bridging Model of Nannoscale Thin Film Considering 

Surface Effects,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s, 48, 020219.

Gurtin, M.E., Murdoch, A.I. (1975) A Continuum 

Theory of Elastics Material Surfaces, Archive for 

Rational Mechanics and Analysis, 57, pp.291~323.

Guedes, J.M., Kikuchi, N. (1990) Preprocessing 

and Postprocessing for Material Based on the 

Homogenization Method with Adaptive Finite 

Element Methods, Computer Methods in Applied 

Mechanics and Engineering, 83, pp.143~198.

Hollister, S.J., Kikuchi, N. (1992) A Comparison of 

Homogenization and Standard Mechanics Analyses 

for Periodic Porous Composites, Computational 

Mechanics, 10, pp.73~95.

Honda, K., Yoshimura, M., Rao, T.N., Tryk, D.A, 

Fujishima, A., Yasui, K., Sakamoto, Y., Nishio, 

K., Masuda, H. (2001)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Pt-modified Nano-honeycomb Diamond Electrodes, 

Journal of Electroanalyical Chemistry, 514, pp.3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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