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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multiscale method for solving a thermoelasticity problem for interphase in the polymeric nanocomposites is 

developed.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and finite element analysis were numerically combined to describe the geometrical 

boundaries and the local mechanical response of the interfacial region where the polymer networks were highly interacted with the 

nanoparticle surface. Also, the micrmechanical thermoelasticity equations were applied to the obtained equivalent continuum unit to 

compute the growth of interphase thickness according to the size of nanoparticles, as well as the thermal phase transition behavior 

at a wide range of temperatures. Accordingly, the equivalent continuum model obtained from the multiscale analysis provides a 

meaningful description of the thermoelastic behavior of interphase as well as its nanoparticle size effect on thermoelasticity at both 

below and above th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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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분자 나노복합소재는 높은 기계  강도와 열안정성, 

다기능성 등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재료과학 뿐만 아니라 

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 구조설계공학 분야에 걸친 폭넓은 

분야로부터 매우 비 있게 다루어져 왔다(Ray and Okamoto, 

2003). 이는 고분자에 삽입된 강화재의 크기가 수 나노미터 

스 일로 작아짐에 따라 나노입자 표면과 고분자 사이에 상호 

작용하는 계면 역이 기하 수 으로 증가하여, 그 계면의 

특성이 고분자시스템 체의 벌크 물성으로 발 되기 때문이라 

알려져 있다(Goertzen and Kessler, 2008; Shin et al., 

2012; Yang et al., 2009). 따라서 고분자 나노복합소재/ 

나노복합구조물의 열 , 기계  거동을 측하고 이를 정량 

설계하기 해서는 복합재의 조성과 입자의 크기, 상호작용력 

등 원자 수  정 도의 재료설계변수가 고려된 해석법  

실험측정법이 요구된다.

재까지 고분자 계면 상의 독립 인 기계  거동과 그 정량 

물성을 설계함에 있어 가장 큰 난제는 나노입자가 이웃한 

고분자 사슬에 미치는 유효 범 를 규정하는 일이다(Jang et 

al., 2012; Bhuiyan et al., 2013). 산역학 기반의 

나노복합소재 설계 문제나 실험값에 근거한 계면 특성 측 

문제 모두, 계면이 실제 복합구조물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두께를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그 물성 결과가 큰 폭으로 

변화한다. 열 , 기계  하  하에서 고분자 나노복합소재가 

겪는 응력분포나 하 달특성, 강도 측 등을 해서는 

이러한 계면 상이 미치는 향의 범 와 그 정량 인 물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므로, 주어진 재료 조성과 나노소재 특성을 

반 한 계면 설계 문제는 학술 으로는 물론 유 한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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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단히 요한 연구 상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나노복합재가 형성하는 계면의 

물성과 두께를 별도로 가정하지 않고, 분자동역학 산모사법과 

유한요소해석을 연동한 멀티스 일 해석법을 활용하여(Choi 

et al., 2015) 그 독립 인 두께와 탄성계수를 도출하 다. 

아울러 제시한 등가의 연속체모델에 미시역학모델을 추가 으로 

용함으로써(Choi et al., 2012), 범 한 온도에 노출되는 

환경에 한 계면 상의 열탄성 특성  유리 이거동 특성 

변화를 나노입자의 크기효과와 함께 제시하 다.

2. 본    론

이 장에서는 고분자 나노복합재의 계면 상 두께와 물성을 

동시 도출하기 한 분자동역학 산모사-연속체모델 연동 

멀티스 일 해석법을 소개하고, 도출된 등가의 연속체모델로 

부터 계면 상의 독립 인 열 , 기계  물성  열탄성 특성을 

도출하는 과정을 다룬다.

2.1 계면의 변형에 지를 고려한 멀티스 일 해석

본 연구에서는 구형의 탄화규소(SiC)를 강화재로 하고, 

가교율 45%로 가교결합한 에폭시를 기지재로 하는 나노 

복합재를 고려하 다. 나노입자의 반경조건과 온도조건에 따른 

나노복합재의 률, 단계수, 열팽창계수에 한 정량 물성 

정보는 Choi 등(2011)이 제시한 분자동역학 산해석 결과로 

부터 얻었으며, 유한요소 모델의 균질해와의 연계를 통한 

계면상의 독립물성  기두께를 측하는 과정은 Choi 등 

(2015)이 제시한 멀티스 일 모델이 사용되었다. 

나노복합재의 계면 상이 갖는 두께와 물성을 동시 도출하기 

해, 분자동역학 모델과 유한요소 모델 각각에 한 인장 

시뮬 이션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계면상의 변형에 지 

도를 얻었다. 즉, 나노입자와 동심을 이루는 구형의 계면 

상을 가정하여 인장하 이 가해질 때 해당 상 내부에 지 도 

변화를 계면 상의 두께()에 한 함수로 도출함으로써 그 

두께를 얻었다. 분자동역학 모델에 하여 계면 변형에 지 

도()는 원자 간 포텐셜 에 지의 증분에 따른 비리얼 

응력으로 표 되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하첨자 , , , 은 각각 복합재, 입자, 계면, 

기지 상을 나타내며, 는 인장시뮬 이션 의 포텐셜 에 지 

증가량, 은 입자의 반경을 의미한다. 한편, 인장시뮬 이션 

에 분자동역학 모델의 모든 원자에 인가되는 비리얼 응력 

으로부터 상 재료의 방향 별 탄성계수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Epoxy/SiC 고분자 나노복합재는 비정질의 

기지재에 구형의 나노입자가 삽입된 구조로써, 이는 재료의 

칭구조를 고려했을 때 등방성 재료가 된다. 따라서 일축 

인장모사로부터 도출된 방향 별 탄성계수와 재료의 률() 

 단계수()와의 계식은 아래와 같다.



  
 

 
(2)

즉, 주어진 분자동역학 모델에 해 0.1K 온도조건의 NVT 

앙상블 하에서 일축 인장시뮬 이션을 , ,  세 방향으로 

수행하고, 그 탄성계수 계산 결과를 평균하여 재료의 률과 

단계수를 얻었다.

이와 같이 얻은 분자동역학 산해를 등가로 반 하는 

연속체모델을 구성하기 해, 입자-계면-기지 3상으로 구성된 

복합구조물(Multi-inclusion model)을 고려하 다. 복합 

재료를 구성하는 에폭시 기지재와 SiC 나노입자의 온도 별 

벌크 물성은 Choi 등(2012)이 제시한 값을 사용하 다. 나노 

입자와 기지재의 상호작용이 고려된 나노복합재의 물성을 

분자동역학 산해로부터 확보하 으므로, 주어진 유한요소 

모델에 균질해법을 용함으로써 분자동역학으로부터 측된 

나노복합재의 물성을 동등하게 반 하는 계면 상의 독립 

물성을 수치해로 도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균질화가 이루 

어진 유한요소 모델에 하여 인장시뮬 이션을 수행하면, 

Cauchy 응력으로 표 되는 계면 상의 변형에 지 도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3)

여기서, 는 계면 상에 해당하는 요소의 체 , 는  

변 행렬, 는 요소의 재료행렬, 그리고 는 인장하 에 

따른 요소의 변 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자동역학 해석으로 

부터 계산된 인장하 에 의해 인가되는 나노복합재 미시구조의 

응력분포를 동등하게 반 하는 유한요소모델에서의 계면 

두께는 에 지법에 따라 다음 조건에서 결정된다. 

 (4)

범 한 온도 조건에서 에폭시 기지재의 유리 이거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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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Epx+

5.18 SiC

Epx+

7.54 SiC

Epx+

9.00 SiC

Epx+

10.0 SiC

Particle radius 

(Å)
5.18 7.54 9.00 10.0

Volume 

fraction(%)
5.98

(GPa) 5.57 5.25 5.09 5.00

(GPa) 2.07 1.94 1.88 1.84

 

(at 300 K, 

ppm/K)

49.43 51.35 64.80 70.27

 

(at 450 K, 

ppm/K)

137.31 152.18 156.69 162.47

(Å) 4.48 5.90 7.33 9.08

(GPa) 6.98 5.85 5.16 4.75

(GPa) 2.64 2.12 1.86 1.72

Table 1 Properties of epoxy/SiC nanocomposites and 

their associated interphases obtained from multiscale 

analysis developed by Choi et al.(2015).

Fig. 1 Multiscale flowchart for deriving thermoleastic 

properties and thickness of the interphase

Fig. 2 Thermal expansion of the three-phase 

inclusion model in micromechanics

따른 나노복합재와 계면 상의 열탄성 거동을 도출하기 해, 

Choi 등(2011)의 분자동역학 해석 연구로부터 고정된 나노 

입자의 체 분율(5.98%) 조건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입자가 

삽입된 나노복합재 모델의 구체 인 열탄성 물성을 얻었다. 

Table 1에 문헌으로부터 주어진 나노복합재의 물성과, 이를 

멀티스 일 해석에 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상온 조건에서의 

계면 상의 두께와 기계  물성을 함께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2.2 Multi-inclusion 열탄성 미시역학 모델

나노입자 크기에 따른 계면 상의 두께와 물성에 한 멀티 

스 일 모델에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온도 변화  기지재의 

유리 이거동이 나노복합재 계면의 두께와 열탄성 물성에 

미치는 향을 추가 으로 평가하 다. 즉, 상술한 멀티스 일 

과정으로부터 얻어진 계면 물성과 두께를 기값으로 하는 

3상 multi-inclusion 모델을 미시역학에서 고려하고, 온도 

변화에 따른 각 상의 체 비 변화와 그 열탄성 거동을 도출 

하 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용한 일련의 멀티스 일 해석 

과정을 순서도로 도식화한 것이다.

강화재와 계면, 기지재 3상으로 구성된 시스템에 온도 변화 

등의 열하 이 가해지면, 각 상의 열팽창계수 특성에 따라 

응력 평형 조건에 다다를때까지 그 체 이 변화하게 된다(Fig. 

2 참고). 이와 련하여, Choi 등(2012)은 분자동역학 산 

해와 열탄성 미시역학모델을 연계한 멀티스 일 모델을 

수립한 바 있다. 주어진 복합재 물성과 계면 두께 조건에 하여, 

미시역학 모델에서 강화재와 기지재 사이에서의 계면에 한 

탄성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5a)

   (5b)

∞
  

 ∞
∞ 


(5c)

여기서, ∞는 infinite domain의 탄성계수, 는 Eshelby 

텐서, 는 단 행렬, 하첨자 은 복합재를 구성하는 임의의 

상(, , , )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하게, 계면의 

열팽창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6a)

 

 (6b)

끝으로, 복합재 내에서 계면 상은 열하 에 따라 이웃한 

강화재와 기지재 사이에서 열응력 평형 조건을 만족하도록 

(0) 그 팽창계수  변형률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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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Thermoelastic properties of the interphase in 

wide range of temperatures and the associated 

thickness change 

온도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계면 상 평균변형률 〈〉을 정리 

하면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7a)

× 
    





 (7b)

여기서, 는 온도변화량을 의미한다. 

2.3 멀티스 일 해석 결과  고찰

Fig. 3은 상술한 멀티스 일 모델로부터 얻은 나노복합재가 

형성하는 계면의 두께  열탄성 물성을 온도와 삽입된 나노 

입자의 반경에 따라 도시한 결과이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온도에 따른 계면 상의 기계  물성은 그 온도에 해당하는 

고분자의 유리상  고무상의 열탄성 거동을 잘 모사함을 

확인하 다. 특히, 나노복합재가 유리 이거동을 겪기  상태인 

낮은 온도 역에 하여는 계면의 탄성계수와 단계수가 

삽입된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높았으나, 재료가 유리  

이온도를 지나 고무상으로 이된 뒤에는 이러한 계면에 의한 

강화효과가 크게 감소함을 확인하 다(Fig. 3(a) 참고).

한편 소재가 유리 이거동을 지남에 따라 계면상의 열팽창 

계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이 상승비율은 실험 으로 찰 

되는 에폭시 고분자 소재  에폭시 나노복합재의 체 열팽창 

거동과 매우 유사하다(Choi et al., 2011; Shin and Lee, 

1998). 따라서 본 산모사 방법론에 의해 계면 상에 해당 

하는 고분자의 유리 이 거동을 합하게 묘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계면 상의 열팽창계수 결과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계면 상의 탄성계수나 단계수가 재료의 상 이에 따라 그 

나노입자의 크기효과가 상당히 떨어진 데에 반하여, 열팽창 

특성에 해서는 상 이 이후에도 비교  선명하게 그 효과가 

지속된다는 이다(Fig. 3(b) 참고). 즉, 반도체 패키징 소자와 

같이 고분자 소재가 높은 온도 환경에서 반복 으로 열응력을 

받는 조건에 놓일 때, 이러한 나노입자의 삽입이 재료의 열 

항성 특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사실은 온도 상승에 따른 계면 상의 두께 상승률(Fig. 3(c) 

참고)해석 결과로부터 더욱 분명하게 찰된다. 삽입된 나노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해당 모델의 계면 상은 온도 변화에 

한 부피변화가 훨씬 어들며 이러한 특성은 재료가 유리 

이온도를 지나 고무상으로 어들었을 때에도 지속된다.

끝으로, 이 게 수립한 계면의 열탄성 물성을 통해 미시역학 

모델로써 고분자 나노복합재의 열탄성 물성을 재 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분자동역학 산해의 경우 각 재료조성 

조건에 한 복합재료 결과를 얻기 해 상당한 산자원 

소모를 필요로 하나, 본 멀티스 일 모델은 분자동역학 해석 

결과를 잘 재 함은 물론 산모사가 수행되지 않은 다양한 

입자 크기, 온도, 입자의 체 분율 조건에 해서도 그 결과를 

효율 으로 측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본 연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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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Predicted thermoelastic properties of the polymer 

nanocomposites (a) for a constant volume fraction of 

nanoparticle and (b) for a constant nanoparticle radius 

conditions

제시한 멀티스 일 해석법  그 결과는 향후 산구조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고분자 복합소재 설계  나노공정설계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분자동역학 산모사법과 연속체역학모델을 

연계하여 고분자 나노복합재가 형성하는 계면 상의 두께  

열탄성 물성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상온에서의 계면 

상이 나노복합재 시스템 내에서 차지하는 두께를 에 지법에 

따라 도출하고, 이 정보를 미시역학 모델에 연계함으로써 온도 

변화에 의한 열팽창 특성  유리 이거동을 고려한 계면 상의 

두께변화와 열탄성 물성을 동시 측하 다. 멀티스 일 해석 

결과 계면 상의 탄성계수와 열팽창계수 물성 모두 나노입자의 

크기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열팽창계수의 경우 재료가 유리 

이온도를 지나 고무상으로 상 이된 이후에도 그 크기 

효과가 계면 상에 큰 폭으로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새로이 

규명하 다. 본 결과는 고분자 소재를 활용하는 정 공정 산업 

 분야에 걸쳐 그 잠재  이용 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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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나노입자가 삽입된 고분자 복합재에서 형성되는 계면 상의 정량 인 열탄성 물성을 계산과학  근으로 

제시하 다. 균질해법이 용된 유한요소모델과, 미시역학법에 의한 3상 복합재의 열탄성 이론, 그리고 분자동역학 산모사

법이 본 연구에 모두 용되었고, 이를 유기 으로 연계한 멀티스 일 모델을 수립하 다. 특히, 제시한 유한요소모델과 분

자동역학 기반의 나노복합재 모델로부터 각각의 인장하 에 따른 계면의 변형에 지 도를 도출, 이를 직  비교하는 과정

이 본 멀티스 일 해석 과정에 포함되었다. 이로써 주어진 온도 조건에 따른 나노입자 주변의 계면 상에 한 탄성계수와 그 

두께를 물리  엄 해로써 정량 도출할 수 있다. 이 게 얻은 고분자 나노복합재의 연속체모델은 다시 미시역학 모델과 연

계함으로써, 최종 으로는 범 한 온도 조건에 의한 재료의 열탄성 거동  유리 이거동이 계면 상의 두께와 기계  물

성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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