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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utational approaches such as first-principles calculations, atomistic simulations, phase field

simulations, computational thermodynamics and finite element method simulations are widely used in the

metals and materials community. Even with their successful application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material

phenomena, and the design of new materials or processes, a gap remains between the results of computational

approaches and experimental data. This gap originates with differences in the computational and

experimental conditions, and limits the wider application of computational approaches. In this review article,

some successful examples of computational materials and process design are outlined, focusing on ways to

utilize the results of computational approaches. It will be emphasized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clarify the

governing mechanism of materials phenomena from the effects of individual experimental variables on

simulation results rather than make an effort to obtain good agreement between simulations and experiments

with phenomenological issues. It will be also emphasized that research efforts to extend the applicability of

the computational approaches are continuous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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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재 현상을 지배하는 원리의 규명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요 실험 변수의 영향만을 고려한

채 비교적 단순한 실험 조건에서 컴퓨터를 통해 하는 실험,

이러한 실험을 전산모사 (computer simulation)라 한다. 전

산모사는 원리의 규명 과정이며 완성된 전산모사는 실험을

대체한다. 재료공학은 영어로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으로 표기하는데, ‘‘Science’’를 포함하는 몇

안 되는 공학 분야 중의 하나이다. 재료는 세상의 모든 물

질을 구성하는 소재인 만큼 매우 다양하며, 많은 이학과

공학의 공통된 연구 대상이기도 하고, 재료공학은 이학과

공학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학문이기도 하다. 재료

공학에서 원리의 규명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학과 공학

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재 연구에서 전

산모사는 다양한 조건에서 얻어진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현상을 지배하는 원리를 규명함으로써, 새로운 실험의 방

향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소재 개발 연구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전문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창의성이 공상

에 지나지 않듯, 원리의 규명과 확인을 동반하지 않는 소

재 연구는 경쟁력을 지닐 수 없으며, 전산모사는 이제 많

은 소재 연구에서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대형 구조용 소재에서 나노 부품 소재에 이르기까지 소

재의 크기가 다양한 만큼 소재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역시 전자분포, 원자배열로부터 소재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크기 분포를 가지며, 소재에 대한 전산모사 역시 나

노 이하 스케일(scale)에서 미터 스케일에 이르기까지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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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수행되고 있다. 미터 스케일 전산모사 대상으로

대형 소재의 온도분포, 변형거동 등을 들 수 있고 (대표적

인 기법: Finite Element Method), 마이크로 스케일에서는

소재 상변화 또는 미세조직 발현을 들 수 있으며 (Phase

Field Method, Kinetic Monte Carlo), 나노 및 그 이하

스케일에서는 원자, 전자 구조 계산을 예로 들 수 있다

(Atomistic Simulation, First-Principles Calculation). 

각 스케일에서의 전산모사 기법은 단독으로 소재 연구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작은 스케일의 전산모사 결과를 큰 스

케일의 전산모사 기법의 input data로 활용하는 multi-

scale 전산모사 기법을 개발, 활용하는 것이 현재의 연구

추세이다. 이는, 제일원리계산 (First-Principles Calculation)

을 제외한 모든 전산모사 기법에서 input data로서 모델

상수 값을 주게 되는데, 대형 전산모사 결과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것이 모델 상수 값의 정확도이기 때문이다. 전산

모사를 통해 정성적인 결과만을 요구하는 수준에서는 적절

히 가정된 모델 상수 값으로도 충분하지만 전산모사 결과

의 정확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정확한

모델 상수 값을 필요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대형 금속구

조재료의 변형 거동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

거 연속체 모델을 사용하던 한계를 벗어나 재료의 미세조

직과 각종 결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료의 미세조직은 대

형 재료에서는 재료 전반에 걸쳐 제조 이력 (예, 온도 분

포)이 균일하지 못함으로 인해 부분마다 달라지는데 다른

제조 조건으로 달라지는 미세조직을 별도의 전산모사 기법

을 이용해 예측하게 된다. 미세조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평형 상 분포, 확산, 계면 에너지 등 기초 특성

에 대한 수치 정보를 필요로 하며 이는 상평형 열역학 계

산 기법 (Computational Thermodynamic) 또는 원자단위

시뮬레이션 (Atomistic Simulation) 기법에 의존하게 된다.

이들 기법의 모델 상수는 다시 기초 물리특성에 대한 실험

자료를 기반으로 결정되는데 필요한 실험 정보가 없는 경

우 가장 정확한 물성 예측 기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일원

리계산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소재 연구 분

야의 multi-scale 전산모사 기법의 유기적 관계를 도식화하

면 그림 1과 같다.

현재, 전산재료과학은 소재의 기초 특성을 예측하는 단

계를 넘어서, 실험으로는 분석이 어려운 다양한 원자 스케

일의 소재 현상을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소재와

공정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금속·소재 분야 연구 일선에서는 전산재료과

학 접근 방법에 대한 호·불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전산재료과학 접근 방법에 대한 우려를 야기

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그 결과가 실험 결과와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알고 있는 실험 결과와 계산 결과가 일치하

지 않으니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계산 결과를 어떻게 믿고

고려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 결과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계산 결과를 받아 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미터 스케일

에서의 유한요소해석 (FEM) 시뮬레이션을 제외한, 전산

재료과학 접근 방법에 의한 대부분의 계산은 실험과는 조

건이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제일원리계산은 계산 양의 한계로 인해 수 백 개 이내의

원자들에 대해 주로 0 K에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많은 수의 원자들을 고려할 수 있는 원자단위 시뮬레이

션도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 (단결정 또는 극소수의 입자를

포함한 다결정)에 대해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

로 실험과의 직접 비교는 어려움이 있다. 평형 상태를 예

측하는 상평형 열역학 계산 결과를, 열역학적 평형에 다다

르기 힘든 중·저온 실험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

원자 스케일에서의 기초 물성치를 단순화한 가운데 수행된

Phase Field Simulation 결과를 여러 물리야금학적 요인들

의 영향을 복잡하게 받고 있는 미세조직 실험 측정 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것도 차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 그렇다

면, 전산재료과학 접근 방법에 의한 계산 결과 중,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가? 

실험적으로 규명이 어려운 소재 현상에 대해 새로운 시

각을 열어 주며, 잘만 활용한다면 우수한 측정 장비를 갖

Fig. 1. Multi-scale, computational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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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실험 연구와 더불어 강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산재

료과학 접근 방법에 대해, 계산과 실험 결과 간 차이에 대

한 해석, 견해의 차이가 그 활용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위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을 찾아 내는 것

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 저자는 지난 30년 간,

실험정보 또는 제일원리계산을 기초로 해당 소재 열역학

특성을 예측하는 상평형 열역학 계산, 원자 스케일에서의

특성을 예측하는 원자단위 시뮬레이션 기법을 개발해 왔

다. 또한, 제일원리계산, Phase Field 또는 kinetic Monte

Carlo 등과 접목한 multi-scale simulation을 통해 미세조

직의 발현을 예측하고 기계적 특성의 근본 메커니즘을 규

명하며 이를 소재·공정개발에 활용하려는 연구를 수행해 왔

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저자의 연구실 (Computational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Lab., POSTECH)에

서 수행된, 또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전산재료과학 기법의

활용 예를 소개하면서 [1], 계산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전산

재료과학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최근의 연구 결과와

향후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소재·공정 개발에서 전산재료과학 

기법 활용 예

이 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최근 저자의 연구

실에서 수행된, 전산재료과학을 소재·공정 설계에 활용한

세 가지 연구의 예를 보일 것이다. 이 연구들은 연구 대상

및 접근 방법에 따라, 제일원리계산 [2,3], 상평형 열역학

[4], 원자단위 시뮬레이션 [5], Phase Field Method 시뮬

레이션 [5] 기법의 일부를 혼합해서 multi-scale로 활용하

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림 2).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 더

욱 강조하고자 하는 공통점은, 무엇보다 대상 소재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려고 하고 실험 조건에 따른 결과의

양상을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계산이나 시뮬레이션은 연구

진의 이해와 예측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행되었

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계산이나 시뮬레이션의 정량적

인 결과가 아니라, 연구진의 소재 현상에 대한 이해가 전

산재료과학 연구 진행에 따라 얼마나 구체화되어 갔고, 소

재·공정 개발에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2.1. 고부가가치 {100} 집합조직 강판 제조

고부가가치를 지닌 전기강판은 현재 {110}<001> Goss

집합조직을 가진 강판이 사용되고 있으나, 자성 특성으로

인하여 {100} 집합조직을 유도할 수 있다면 전기강판으로

서의 기능이 훨씬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 [6,7]. {100}

집합조직을 가진 강판을 제조하기 위해 특수한 압연 과정

[8-11]을 거치거나 γ → α 상변화를 유도하는 등 [12-18]

많은 연구 노력이 있어 왔으나, 현재까지 상업 생산에 성

공한 예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한편, BCC 금속은 {110}

표면이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박판을 열처리

할 경우 {110} 표면을 가진 입자들이 자연적으로 성장하

며, {100} 표면 입자를 성장시키는 것은 수월하지 않다.

그러나, 1960 년경에 이미, 열처리 분위기에 산소 등 불순

물이 섞일 경우 {110} 표면 입자 대신 {100} 표면 입자

들이 성장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9], 산소뿐 아니라 황

(Sulfur)과 같은 불순물 원소도 유사한 효과를 보임이 보고

된 바 있다 [20]. 이는 불순물 원소의 표면 흡착이 {100}

표면과 {110} 표면 간의 표면 에너지 차이를 역전시킬지

도 모른다는 가정으로 설명되었는데, 실제 {100} 집합조직

강판의 생산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문헌 연구

를 통해 본 연구팀은, 강력한 표면 편석 원소이면서 산소

나 황보다는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Phosphorus)을 표면에 편석 시킬 경우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자단위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여, 실제로 불순물 P 원자들이 표면에 편석 되는지, 그

결과로 {100} 표면과 {110} 표면 간 표면 에너지의 역전

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림 3은 0.1 at% P를 포함하고 있는 bcc Fe의

{100}, {110}, {111} 표면에서 P 원자들의 편석 거동을

Grand Canonical Monte Carlo 기법으로 1100 K에서 시

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21]. 회색은 Fe 원자를, 붉은색은

P 원자를 나타내는데, {100} > {111} > {110} 순으로

표면에 P 원자가 많이 편석됨을 보여 주고 있다. 위 세Fig. 2. Computational approaches in the CMSE Lab at PO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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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대한 순수 Fe에서의 표면 에너지, 편석이 일어난

후 P 원자의 표면 농도와 표면 에너지는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다. 

그림 3과 표 1의 결과에 따르면, 순수한 Fe에서는

{100} 표면 에너지가 {110} 표면 에너지보다 큰 데 반해,

불순물 P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110} 표면보다 {100}

표면에 더 많은 불순물 원자가 편석되고, 그 결과 {100}

표면의 에너지가 {110} 표면의 에너지보다 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불순물 P의 표면 편석으로 {100} 표

면과 {110} 표면 사이에 표면 에너지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애초에 기대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 에너지의 역전이 실제 상황에서도 발

생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전에, 즉, 계산 결과를 그대로 받

아 들이기 전에, 위 계산 결과가 합리적인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표면 편석 등 모든 자발적인 소재 현상은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열역학 2법

칙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면 편석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100} 표면의 에너지가 {110} 표면보다 많이

감소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왜

{100} 표면에서 {110} 표면보다 불순물 편석이 많이 발생

하느냐 하는 것이다. 

위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반경험적 원

자간 퍼텐셜 (semi-empirical interatomic potential)을 사

용하는 본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의 신뢰도를 점검할 필

요가 있었고, 또한 재료공학자라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합

리적 설명이 따라야 했다. 본 시뮬레이션의 신뢰도를 점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진은 세 종류의 표면에서 불순물

원자가 차지할 수 있는 원자 자리를 골라 불순물 원자의

표면 결합에너지 (binding energy)를 계산하고 동일한 경우

에 대해 제일원리계산 결과와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4는 세 가지 표면에서의 일곱 개 서로 다른 원자 자

리 각각에 대해, 불순물 P 원자의 결합에너지 계산 결과를

제일원리 계산과 비교한 것이다. 2NN MEAM (Second

Nearest-Neighbor Modified Embedded-Atom Method

[22-25])으로 표시한 것이 Monte Carlo 시뮬레이션에서 사

용한 원자간 퍼텐셜을 이용해 계산한 것으로, 각 표면 위

치에 대해, 제일원리계산 결과와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일

치하지는 않지만, 위치에 따른 결합에너지의 경향이 잘 재

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일원리계산과 이 정도의

일치를 보이는 계산이라면, 표면에 따른 편석 거동에 대해

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100} 표면이 {110} 표면보다 편

석이 심하다는 결과)를 정성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

Fig. 3. Grand Canonical Monte Carlo simulation of surface
segregation for Fe - 0.1 at% P alloy [21].

Table 1. Equilibrium surface concentration (atomic fraction) of
phosphorus in a bcc Fe - 0.1 at% P alloy and surface energy (erg/
cm2) in pure bcc Fe and in the bcc Fe-P alloy with equilibrium
surface segregation of phosphorus, obtained from an atomistic
simulation on {100}, {110} and {111} surfaces [21]. 

Surface

Surface 

concentration

of phosphorus 

(1100 K)

Surface energy 

for pure bcc Fe

(0 K)

Surface energy 

for bcc Fe-P alloy

(0 K)

{100} 0.336 2515 649 

{110} 0.270 2355 1336 

{111} 0.301 2572 1002 

Fig. 4. Calculated binding energy of a phosphorus atom at
individual atomic sites on (100), (110) and (111) surfaces of bcc
iron using the 2NN MEAM potential, in comparison with a first-
principles calculation. The atomic sites are denoted by numbers.
Sites 1 and 2 are (100) surface sites; sites 3, 3’ and 4 are (110)
surface sites; and sites 5, 6 and 7 are (111) surface site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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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

여 있는 {100} 표면이, 상대적으로 안정한 {110} 표면에

비해 불순물 원자를 받아 들이려는 경향이 더 클 수 있었

을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불순물 P 원자가 0.1 at% 정도

포함될 경우, 표면 편석에 의해 {100} 표면의 에너지가

{110} 표면 에너지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표면 에너지 이방성의 변화가 {100}

집합조직의 형성을 실제로 야기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

이 안 된 상태이다. 본 연구진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또

한 가능성이 있다면 어떠한 공정 조건이 집합조직 활성화

를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될 지를 알아 보기 위해, 마이크로

스케일 (Phase Field Method)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26]. Phase Field Method 시뮬레이션에서는 용질

원자의 표면 확산, 이로 인한 표면 에너지의 변화, 입자

성장 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미세조직 발현의 예측이 가

능하다. 이를 위해 표면 방향을 열 다섯 구역으로 구분하

고 표 1에 보인 것처럼 각 구역의 대표 방향에 대해 순수

Fe에서의 표면 에너지, 평형(최대) P 편석량, 편석 완료 후

의 표면 에너지를 계산하여 Phase Field Method 시뮬레이

션 code에 입력함으로써 시뮬레이션 중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하였다. 초기 표면 입자들은 random한 방향을 가진

다고 가정하고, 그림 5에서와 같은 시뮬레이션 샘플

(sample)을 준비한 다음 모든 계산 정보를 입력한 후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표면이 빨간색 계통으로 물들기를 기

대하면서 (그림 5 샘플에서의 입자 색은 표면 방향을 나타

내고 빨간색은 {100} 표면 입자를 나타낸다). 그러나, 표

면 편석 경향과 에너지 변화 등 모든 정보를 이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6a)는 기대 밖이었다. 그

림 6a에서 {100} 표면 입자 및 이에 가까운 방향의 입자

분율은 초기 22%에서 28.6%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100} 집합조직 형성을 기대하기에는 미비한 수치이다.

{100} 표면 입자 분율을 보다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는 Fig.

6b에 제시한 바와 같다. 

그림 6b의 결과에서는 {100} 및 유사 방향 입자의 분율

이 49%에 이르러, 그림 6a에서보다는 훨씬 {100} 집합조

직 형성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시뮬레이션들은 28.6%,

49.3%라는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림 6b에서

{100} 표면 입자 분율이 의미 있게 증가했다는 점이 중요

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 6b의 결과를 야기한

요인이 무엇이었냐 하는 점이다. 그림 6a에서는 시뮬레이

션이 진행되면서 표면 편석, 표면 에너지의 조정, 입자 성

장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에 반해 그림 6b는 표면 편석과

이로 인한 표면 에너지의 조정이 평형 양만큼 먼저 일어났

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중에는 입자 성장만이 일어난

다는 조건 하에 얻어진 결과이다. 즉, 이 마이크로 스케일

시뮬레이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100} 집합조직이 발달

하기 위해서는 입자 성장 이전에 표면 편석이 먼저 발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남은 일은, 시뮬레이션 결과

가 말해주는, {100} 집합조직을 발달시킬 수 있는 조건

을 실험으로 구현하는 일이다. 본 연구진이 택한 방법은

2단 열처리였다. 첫 번째는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입자

성장은 어렵지만 표면 확산과 표면 편석은 어느 정도 가

능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두 번째 열처리는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입장 성장이 가능하도록. 그 결과는 그림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단 한번의 시행 오차 없이 예비 실험

단계에서, 기존 전기강판 제조에서와 같은 복잡한 공정

없이, 단순한 2단 열처리로 강력한 {100} 집합조직을 얻

을 수 있었다.

Fig. 5. Microstructure and distribution of surface orientations in the
initial phase field simulation sample. The color represents surface
orientations of individual grains [26]. 

Fig. 6. Simulated microstructure and surface fraction in Fe - P alloy
sheet (a) allowing surface segregation and grain coarsening
simultaneously, and (b) assuming equilibrium segregation before
the start of grain coarsening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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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열역학 계산 기법을 통한 고엔트로피 합금 설계

고엔트로피 합금은 주(principal)원소, 합금원소의 구분 없

이 5 개 이상의 원소가 서로 비슷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

음에도 FCC 또는 BCC 단상으로 구성된 합금으로

[27,28], 대표적 고 엔트로피 합금인 Co20Cr20Fe20Mn20Ni20

합금 (Cantor 합금)이 저온 강도와 연성에서 우수한 성능

을 보이면서 [29], 최근 연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소재

이다 [30,31]. 5원 고합금계에서 FCC 단상 영역을 실험적

으로 탐색하는 것은 많은 시행오차를 필요로 한다. 열역학

계산 기법을 활용할 경우 탐색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지만, 열역학 계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상용 열역학

database들이 Fe-rich, Al-rich, Mg-rich 등 주 원소와 소

량의 합금원소로 이루어진 기존 실용 합금계 조성에서 구

축, 검증된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원소 조성이 엇비슷한

고엔트로피 합금 조성 영역에서의 열역학 계산은 예측 능

력이 떨어지며 추가 검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진은

오랫동안 자체 개발해 온 열역학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함으

로써 Cantor 합금과 같은 고엔트로피 합금 조성 영역에서

의 열역학 계산 예측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5원

Cantor 합금계에 대한 원자간 퍼텐셜을 개발하여 [32], 분

자동력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항복 강도에 미치는 각 성분

원소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FCC 단상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조성을 벗어나 더욱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보이는

합금 설계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림 8은 Co20Cr20Fe20Mn20Ni20 합금에서 온도에 따른

평형 상 분율의 변화를 계산한 결과이다. 이 합금은 약

700 oC부터 용융이 발생하는 1260 oC까지의 넓은 온도 범

위에서 FCC 단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조성이 바

뀔 경우 FCC 단상을 유지하는 온도 범위는 달라지게 되

는데, 임의의 온도에서 FCC 단상이 확보되는 조성 영역과

원자단위 시뮬레이션으로 예측된 강도 범위를 같이 표시하

면 유용한 합금설계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9는

Co-Cr-Fe-Mn-Ni 5원 합금계에서 Co, Cr 함량이 20Co-

20Cr, 10Co-25Cr, 20Co-25Cr (at%)으로 고정된 가운데,

Fe, Mn, Ni 함량에 따른 상평형 관계를 750 oC에서 계산

한 결과이다. 상태도에서 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FCC 단상

영역을 나타내는데, 고엔트로피 합금의 열처리 온도가

800 oC 이상이므로 750 oC에서 단상을 보이는 조성의 합금

은 응고 후 전 공정 과정에서 단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그림 9의 FCC 단상 영역에는 원자단위 시뮬

레이션을 통해 예측된 임계전단응력 (Critical Resolved

Shear Stress, CRSS)이 등고선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등고선과 상태도 정보를 활용하면 FCC 단상을

유지하면서 기존 Cantor 합금보다 강도가 우수한 새로운

고엔트로피 합금 설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실 예로

그림 9a에는 Cantor 합금의 조성이 표시되어 있고, 그림

9b와 9c에는 HEA1, HEA2로 표기한 다른 두 합금 조성

이 표시되어 있는데, Cantor 합금에 대해 예측되는 CRSS

값이 3 GPa인데 반해 HEA1, HEA2는 각각 4, 5 GPa

에 가까운 값이 예측이 된다. 이러한 조성의 HEA1,

HEA2 합금을 실제로 제조하여 항복응력을 측정하면 표 2

에 보인 바와 같이 Cantor 합금의 390 MPa보다 큰, 각

각 470, 480 MPa 내외의 항복응력이 얻어짐을 확인한 바

있다 [32].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분자동력학 시

뮬레이션으로 얻어진 임계전단응력이 실제 측정되는 항복

응력에 비해 10배 정도 크다는 것이다. 분자동력학은 시뮬

Fig. 7. Inverse pole figure of Fe – 3.5 wt% Si – 0.1 wt% P alloys
obtained after the two-step annealing: one at 800 oC for 15 minutes
and the other at 1100 oC for 1 hour [21,26].

Fig. 8. Calculated equilibrium phase fraction along temperature in
the Co20Cr20Fe20Mn20Ni20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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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으로 관찰 가능한 시간이 수 ~ 수십 nano seconds

정도이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항복과 소성변형이 일어날

정도로 변형을 가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분자동력학으로

소성 변형을 관찰할 경우, 그 변형속도는 실제 인장 시험

에서의 변형속도에 비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109 배 이상). 이러한 비현실적인 변형속도에서 오는

artifact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열적 활성화와 시간

개념을 배제한 0 K 시뮬레이션이 활용되는데, 임계전단응

력이 실험 측정된 항복 응력보다 큰 것은 0 K에서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0 K 시뮬레이션으

로 얻어진 CRSS 값을 실험 측정 항복응력과 직접 비교하

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이런 경우 CRSS의 정성적인

조성 의존성에 의미를 두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표 2에서 HEA1과 HEA2의 계산된 CRSS 값이 대

략 4 : 5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실험 측정된 항복 응력

은 대략 47 : 48이라는 작은 차이만을 보이는데, 이는 실

험, 계산에서의 통계 오차 이외에 본 원자간 퍼텐셜에 기

반한 시뮬레이션의 한계가 겹쳐지면서 오는 오차라고 생각

된다. 더 많은 실험 정보와 계산 정보를 비교하면서, 계산

결과를 활용할 때 적절한 수준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열역학 계산과 원자단위 시뮬레이션을 결

합한, 고엔트로피 합금 설계는 Cantor 합금계뿐 만 아니라

다른 원소를 추가, 대체한 넓은 범위의 합금계에 대해 적

용이 가능하며, 실제로 V를 포함시킴으로써 고용강화 증대

[33,34], 제 2상의 미세 석출 [35], 저온 BCC 상으로의

상전이 [36] 등을 활용하여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킨 합금,

공정 설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3. 고성형성 Mg 합금 설계

Mg은 가장 가벼운 구조용 금속 원소로, 소재 경량화에

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원소이다. Mg 합금을 가격 경쟁

력을 갖춘 구조용 소재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온

성형성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이슈이다 [37]. 합금의 낮은

성형성은 슬립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HCP 구조

를 가진다는 데서 연유한다 (non-basal slip계 부족).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많은 합금원소가 첨가되어 왔는데, 최근

Y 등 고가의 RE 원소 첨가 시 연성과 성형성 개선의 가

능성이 발표된 바 있다 [38]. 그러나, 상용 합금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Y와 같은 전략 원소는 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체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Y이 왜 Mg

합금의 상온 성형성 또는 연성을 개선시키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실제로, 합금화로 인한 격자 구조 c/a 의

변화 [39-41], 고용 연화 (solid solution softening effect)

[42-47], I2 적층 결함 에너지 증가에 따른 교차슬립 활성

화 [48,49], I1 적층 결함 에너지 감소에 따른 non-basal

전위 원의 활성화 [50,51] 등 다양한 이유가 거론되어 왔

지만, 설명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아직 보편적으

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 없는 실정이다. 

Fig. 9. Quasi-ternary 750 oC isothermal sections of the Co-Cr-Fe-Mn-Ni system at (a) 20Co-20Cr, (b) 10Co-25Cr and (c) 20Co-25Cr (at%),
overlapped with the predicted CRSS. The yellow area represents the fcc single-phase region [30].

Table 2. Composi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on designed alloys [30].

Alloy
Constitution (at%) Predicted 

CRSS (GPa)

annealing T 

(oC)
YS (MPa)

Grain size 

(µm)Co Cr Fe Mn Ni

CoCrFeMnNi 20 20 20 20 20 3.0 800 387±8 4.40

HEA1 10 25 20 5 40 3.9
900 477±7 2.61

950 466±8 5.44

HEA2 20 25 10 5 40 5.1 900 481±9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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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팀은 Mg-Y 합금 소성변형 과정에 대한 원자단

위 시뮬레이션을 통해, Y은 non-basal 슬립보다 basal 슬

립에 상대적으로 강한 고용강화효과를 야기함으로써, basal

과 non-basal 슬립 저항성을 비슷하게 만듦으로써 궁극적

으로 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림 10)

[52]. 그리고 그러한 작용을 하는 근본 원인은 여러 슬립

면 사이에서 전위와 용질 원자 간 결합력의 차이에 있으

며 (그림 11) - 용질 원자들이 basal 슬립면에서의 전위와

더 강한 결합력을 가진다 - 더 나아가 원자 반경의 차이로

인해 전위와의 결합(binding)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합금

원소들이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53]. 이 메커니즘

에 근거하여 상온 연성 및 성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

원소의 적정 합금량은 전위와의 결합력 크기에 따라 조정

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상의 합금량 (3 at% 내외)에서

연성이나 성형성을 향상시키는 원소로는 알려져 있지 않은

Al의 경우도 계산 상의 적정 합금량인 0.3 at% 포함되었

을 때는 순수 Mg에 비해 상온 연성과 성형성을 향상시킨

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 [53]. 실제 합금설

계 과정에서는 각각의 후보 합금원소에 대해 계산으로 예

상되는 적정 합금량이 공정 온도에서의 평형 고용 한도 이

내에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 적정 합금량이 고용도보

다 크면 고용도 이상의 합금 원소는 중간 화합물을 형성하

는데 소모되고 고용 원소로 남아 있는 합금 원소량은 최적

의 연성, 성형성 향상을 위한 적정량에 못 미칠 것이기 때

문이다. 바람직한 합금·공정 설계는 고용 한도와 적정 합금

량이 대략 일치하고 추가 합금량은 석출 강화를 유도하는

데 활용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하에, 보다 가

격 경쟁력을 가진 고성형성 Mg 합금 개발을 목표로, 원자

단위 시뮬레이션, 열역학 계산, 실험적 검증을 결합시킨 연

구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3. 원자단위 시뮬레이션의 적용 범위 확장

지금까지 예로 든 원자단위 시뮬레이션은 철강, 고엔트

로피 합금, Mg 합금 등 금속 소재를 대상으로 한 것들이

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법이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

특성을 가진 기능성 소재 적용된다면 산업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연구 방법으로서 원자단위 시뮬레이

션 기법의 가치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Fig. 10. Simulated CRSS (average of flow stress after yielding) on basal, prismatic and pyramidal II planes in Mg – 1 at% Y and Mg – 3 at%
Y alloys at 0 K [52]. 

Fig. 11. Calculated binding energy between an edge dislocation and a solute atom, Y, on basal, prismatic and pyramidal II planes at various
positions across the core, at 0 K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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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2 기판과 금속 입자와 반응을 생각해 보자. 기능 소재

분야에서는 다반사로 시도되는 소재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소재 현상의 특성 상 원자 스케일의 반응 양상을 분

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반응을 분석하기 위한 원자단위 시뮬레이션은 예를 찾아

보기 쉽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관련 소재 군에 대한 원

자간 퍼텐셜이 없기 때문이다. (제일원리계산과는 달리, 제

일원리보다 많은 원자를 다룰 수 있는 원자단위 시뮬레이

션은 원자간 퍼텐셜을 필요로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위에서 예로 든, SiO2 기판과 Li 나노 입자 간의 계면

반응을 원자단위 시뮬레이션으로 관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Si라는 공유결합 원소와 Li이라는 금속 원소, O2라는 기체

원소의 원자간 퍼텐셜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Si-Li

2원 합금계는 물론 Si-O, Li-O 2원 산화물 합금계에 대한

원자간 퍼텐셜이 필요하다. 원자간 퍼텐셜은 금속 결합, 공

유 결합, 이온 결합 물질 군에 대해 각각 다른 별개의 모

델들이 지난 수 십 년에 걸쳐 개발이 되어 왔다 [54]. 즉,

공유결합 원소인 Si와 금속결합 원소인 Li이 별개의 퍼텐

셜 모델로 기술이 되며, 각각의 산화물 계를 표현하기 위

해 또 다른 모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의

소재 군에 대한 원자단위 시뮬레이션에서 구성 원소 간 상

호작용(interaction)을 서로 다른 모델로 표현하는 것은 결

과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사실

상 불가능하다). 구성 원소 또는 합금 상들이 서로 다른

모델에 의해 기술이 되어야 한다면, SiO2/Li 계면 반응과

같은 소재 현상은 원자단위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다는 이

야기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수 십 년간 원자간 퍼텐셜 개

발 연구자들의 목표는 다양한 결합 특성을 가진 소재 군들

을 하나의 formalism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원자간 퍼텐셜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70 년대에 많이 활용되었던 Lennard-Jones pairwise 퍼

텐셜 이후, 실제 원소에 적용이 가능했던 최초의 many-

body 퍼텐셜은 Embedded Atom-Method (EAM [55,56])

퍼텐셜이다. 이는 금속결합 소재에 특화된 원자간 퍼텐셜

모델이다. 이후 Si, C 등 공유결합 소재에 특화된 퍼텐셜

모델이 Tersoff에 의해 제시된다 [57,58]. EAM은 modified

EAM (MEAM)으로 수정이 되면서 기체 원소와 공유결합

원소에 대한 기술 능력을 확보한다 [59]. Tersoff은

hydrocarbon 계에 대한 기술 능력을 확보한다 (Brenner

potential) [60]. 비슷한 시기, 이온 결합 물질계에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각 원자의 전하 상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술할 수 있는 charge equilibration (Qeq) 모델이

발표되고 [61], EAM과 Brenner potential에 결합되면서

이 두 종류의 모델들은 이온 결합 특성 기술 능력을 확보

하게 된다. EAM+Qeq [62,63] 보다는 공유결합과

hydrocarbon 계에 기반을 두고 [64] Qeq 기능을 확보한

모델이 2000대 이후 급격하게 발전하는데 COMB (charge

optimized many-body potential)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되었으며 [65], 현재 COMB-I, COMB-II에 이어 COMB-

III 버전이 나와 있다 [66,67]. 비슷한 시기에, 처음부터 모

든 결합특성들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따라

서 시간이 지나도 그 formalism에 변화가 없는 퍼텐셜 모

델이 개발되었는데, reactive force fields (ReaxFF)라는 이

름으로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

다 [68,66]. COMB과 ReaxFF는 모두 공유결합으로부터

출발한 퍼텐셜 모델로서 이온 결합, Van der Waals 결합

을 기술할 수 있으나, 다원 금속 합금계나 다원 금속 산화

물 합금계에는 취약점을 보인다. 이에 반해 금속결합으로

Fig. 12. Snapshots of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for an oxidation reaction of a Ti nanowire at an initial state, after 100 and 500 pico-
seconds at 300 K (from left to right). Small spheres represent O atoms, while large spheres represent Ti atoms, and the color represents the
charge state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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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출발한 potential 모델 (EAM. MEAM)군은 EAM이

가진 적용성의 한계, MEAM이 보이는 격자 구조 안정성

과 관련된 문제점들로 인해 오랫동안 발전을 하지 못하다

가 2000년 초 MEAM의 약점을 보완한 second nearest-

neighbor MEAM (2NN MEAM)이 개발되면서 그 활용성

을 높이게 된다 [22-25]. 

본 저자에 의해 개발된 2NN MEAM은 carbides,

nitrides, hydrides 합금계를 포함한 금속 합금계는 물론

Si, C, SiC 등 공유 결합 물질 군에 이어 [69], 최근에는

Qeq 기능을 탑재하여 Si-O, Ti-O 등 [70] 단일 금속 산

화물계와 Li-Mn-O [71], Li-Co-O [72] 등 다원 금속 산

화물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그림 12는 산소

분위기에 있는 금속 나노 와이어가 시간에 따라 산화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데 (색은 전하상태를 나타낸다), Qeq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계면 산화 반응이 일어

나는 것을 원자 스케일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3에는 layered 구조를 가진 Li2MnO3 에서 Li이 빠져나감

에 따라 구조가 불안해지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Li-Mn-Co-Ni-O 5 원계에

적용함으로써 Li 충방전에 따른 layered/spinel 구조 간의

상전이, 이 과정에서의 결함 발생 양상, 그리고 상전이, 결

함 발생 및 Li 확산 속도에 미치는 Mn, Co, Ni 등 성분

의 영향에 대한 원자 스케일 시뮬레이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앞서 소개한 다른 시뮬레이션 연구

들이 그렇듯이, LIB 양극 소재 최적화를 위한 연구에 필

요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결 론

전산재료과학은 소재 기초 특성을 예측하는 단계를 넘

어서, 새로운 소재와 공정을 개발하는 단계로 활용 범위

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산재료과학 계산,

시뮬레이션은 실제 소재 공정 조건과는 다른 조건에서 수

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계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험 결

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때가 많다. 각 스

케일 별 계산, 시뮬레이션 기법의 한계와 실제 공정 조건

과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수치적 결과보다 각 실험 변수

가 계산, 시뮬레이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 새로운 tool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산재료과학은 기존 연구 데이터에 감추어져 있던 원리

를 찾아내고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해 낼 수 있음으로 해

서, 향후 그 활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험 연

구 결과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산재료과학 연구

팀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보다는 실험 연구팀과의 연

구 협력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소재 공

정 조건과의 격차를 줄이고, 보다 실제 상황에 가까운 조

건에서 계산,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

또한 보다 다양한 소재 군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

기 위해, 많은 전산재료과학 연구진의 노력이 꾸준히 요

구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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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for the structural stability of Li- and O-deficient layered Li2MnO3 compound. Grey spheres
represent Li atoms, purple spheres represent Mn atoms, and red spheres represent oxygen a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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