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재료과학연구실 소개
소재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전산모사는 단순히 실험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현상을 지배하는 자연법칙
(governing rule)을 규명함으로써 새로운 실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소재 개발 연구의 효율과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한다 그 효용성으로 인해 실험
연구 대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규모(scale)의 전산모사 연구가 병행되고 있다.
소재 기본 단위가 나노화되어 가면서 micro 단위를 가지는 벌크소재에서 적용되었던 이론적 지식이 한계를 보이기도 하고, 개개 원자 구조에 대한 관찰이 가능해지면
서 소재 특성의 많은 부분이 micro/sub-micro 단위의 미세조직뿐만 아니라 원자단위의 구조로부터 연유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원자단위 구조제어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소재 연구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단위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실험적 분석 및 이론의 축적이 한계
를 보이는 상황에서 전산모사 연구의 병행은 절실하며,
절실하며 원자 구조로부터 유래하는 소재 특성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원자 수준의 전산모사 기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있다
원자단위 전산모사는, 일반 벌크소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양의 계면 결함과 변형 응력을 수반하는 나노(단위) 소재에서 원자 결함(입계, 전위, 불순물)의 거동을
분석, 예측,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 『재료마당』 18권 (2005년) ‘특집 – 새로 쓰는 물리야금학 : 원자단위 전사모사’에서 발췌

다양한 소재(Metal, Semiconductor ...etc.)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원자단위의 배열구조로부터
유래함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점차 기기(Device)를 구성하는 소재단위의 소형화가 나노
(Nano)수준으로까지 일어나면서, 이전 벌크(Bulk) 소재와는 다른 특성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벌크 및 새로운 나노 소재의 물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하
기 위해서는,
위해서
원자수 (Å
원자수준(Å~nm)에서
)에서 일어나는
일어나 변화를
변화 관찰하고
관찰하 그 현상의 원인을 깊이 이해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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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실험적 분석 기법의 발전으로 실제 원자 구조를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까
지는 효율성 측면 및 접근 방법의 한계로 말미암아 원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 거동에 대해 얻
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있다 컴퓨터를 활용한 전산모사 기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
었는데, 양자역학의 발달과 컴퓨터의 계산 능력 향상으로 인해 원자 간 상호작용을 보다 현실에
가깝게 컴퓨터 상에서 가상으로 구현하는 일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전산모사 기법에 대한 수요
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구실에서 원자단위
자 위 전산모사
사 기법을 사용하여 Å~nm 규
규모에서
에서 일어나
일어나는 소재의
재의 변화를
화를
본 연구실에서는
관찰, 소재의 물성 변화 원리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를 열역학 계산
및 확산 모의실험과 접목, 재료 내 미세조직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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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general interest is,
Computational Materials and Process Design Technology
through an Understanding of Fundamental Materials Properties
based on Atomistic Simulations, First-Principles Calculations & Computational Thermodynamics.
Research Topics
1. Atomic level Material Properties
- Atomistic simulation of nano-structure evolution using 2NN MEAM interatomic potentials
2. Computer Simulation of Diffusional Reactions & Microstructural Evolution
- Diffusion simulation technique, Monte Carlo method & Phase-field modeling
3. Thermodynamic Calculation of Phase Equilibria in Multicomponent Alloy Systems
- CALPHA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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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putational Materials Design
- Prediction of structural evolution in bulk, thin films, interfaces, and nano dots/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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