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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현대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고분자 제품과 접

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대의 편리한 생활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많은 제품들은 대부분 고분자

(polymer)를 이용하여 제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분자 제품들은 고분자 가공과정에서 다

양한 흐름(flow) 공정을 거쳐 최종제품으로 성형 

된다. 따라서 다양한 흐름 속에서 고분자 제품들

의 성질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면 히 살펴보는 

것은 최종 고분자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거나 새로

운 고분자 제품을 제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고분자 제품들은 다양한 시간 및 길

이 스케일(time and length scale)을 가지는 복잡한 

내부구조(internal structur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분자 제품의 특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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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살펴보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Figure 1 참조). 
따라서 이러한 고분자 시스템의 특성들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 방법(이론 및 실험) 이외

에 새로운 연구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써의 전산모사(computer 

simulation) 기법의 활용은 일반적인 생각보다 오

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1953년 미국 로스알라

모스(Los Alamos) 연구소에서 매니악(MANIAC)
이 등장한 직후부터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에 

의해 액체(liquid) 상태에 관한 몬테 카를로(Monte 
Carlo) 전산 모사가 실행되었으며 1957년 알더

(Alder)와 웨인라이트(Wainwright)에 의해 액체 상

태에 관한 분자 동역학(molecular dynamics) 전산 

모사가 실행되었다[1,2].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고분자 용액 및 용융체(polymeric liq-
uid and melt)의 다양한 시공간적인 스케일을 묘

사할 수 있는 전산 모사 기법들이 개발되었고 현

재는 이론 및 실험과 더불어 고분자 및 새로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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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케일 재료 연구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실

정이다. 특히, 현재의 컴퓨터 및 알고리즘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볼 때 전산 모사의 중요성은 앞으

로 더욱더 증대될 전망이다.
고분자 용액 및 용융체의 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산 모사 방법은 미시계(microscopic 
scale)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모델링하는데 적합한 

분자 동역학(molecular dynamics) 및 몬테 카를로

(Monte Carlo) 전산모사[1,2], 중시계(mesoscopic 
scale)의 현상을 모델링할 수 있는 브라운 동역학

(Brownian dynamics) 전산모사[3] 및 Kremer-Grest 
(KG) 모델[4], 거시계(macroscopic scale) 현상을 

모델링할 수 있는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5]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산 모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델링 하고자 하는 고분자 용액 및 
용융체의 시공간적 스케일을 고려하여 적합한 전

산 모사 기법을 선택하게 된다. 최근에는 컴퓨팅 자

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인 연구 결과 분석을 

위해서 각각의 전산 모사 결과를 통합하여 해석하

는 다중 스케일 전산 모사(multiscale computer si- 
mulation) 방법이 각광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평형(equilibrium) 및 비평형(nonequilibrium) 하에 

있는 고분자 용액 및 용융체에 대한 다중 스케일 

전산 모사 기법과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하고 이들

을 이용한 최신 연구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2. 다중스케일 전산모사(multiscale computer 

simulation)

현재 고분자 용액 및 용융체의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전산 모사 기법들은 서로 상이한 시

간 및 공간 스케일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

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고분자 용액 및 용융체의 

해석을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전산모사 기법들의 

결과를 통합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

에 다중스케일 전산모사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

어 미시계 전산모사에서 획득할 수 있는 고분자 

용액 및 용융체의 미세 정보 중 핵심적인 정보를 

분류 및 활용하여 중시계 및 거시계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고분자 용액 및 용융체 모델을 개발

하거나 기존 고분자 용액 및 용융체 모델을 개선

하는데 것 등이 다중스케일 전산모사에 포함된다. 
최근 다중스케일 전산모사에서는 시간과 길이 제

한이 큰 미시계 전산모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coarse-graining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큰 고분자 

용액 및 용융체의 특성들을 연구하고 있다[6]. 다
음은 각 시간 및 길이 스케일에서의 대표적인 전

산모사 기법을 소개하였다.

2.1. 미시계 스케일 전산모사(microscopic scale 

computer simulation)

2.1.1. 분자 동역학(molecular dynamics)
고분자 용융체에 대한 분자 동역학 기법은 고분

자 물질을 구성하는 각각의 분자에 대하여 뉴턴의 

Figure 1. Hierarchical levels of polymer structure and multiscale compute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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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방정식을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계산해 나

감으로써 고분자 물질이 가지는 구조적, 열역학적, 
동역학적 성질까지 계산해 낼 수 있는 연구 기법이

다[1,2]. 분자 동역학 기법은 시간에 따른 고분자 

사슬의 실제적인 움직임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

에 고분자 물질의 다양하고 상세한 미세 정적/동역

학적 정보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분자 동역학 기

법은 고분자의 다중스케일 전산모사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뮬레이션 기법이다. 하지만, 시간에 

따른 실제 고분자 사슬의 움직임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화시간(relaxation time)이 높은 분

자량을 가지는 고분자의 시뮬레이션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고분자 가공과정에서 

고분자 용융체 시스템은 다양한 외부 유동장을 경

험하며 최종 제품으로 성형되기 때문에 유동장을 고
려한 비평형 분자 동역학(nonequilibrium molecular 
dynamics) 기법이 사용된다[7]. 현재 고분자 가공 과

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유동 형태인 전

단 유동(shear flow)과 신장 유동(extensional flow)을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알고리

즘은 p-SLLOD 알고리즘이고 운동방정식(equation 
of motion)은 다음과 같다[8].

q̇ia = pia/mia + pia⋅▽u
ṗia = Fia – pia⋅▽u – miaqia⋅▽u⋅▽u 

- pia (1)

여기서 q̇ia, pia, Fia는 각각 i 체인 a 원자의 위치 

벡터, 운동량 벡터, 힘 벡터이다. ▽u는 유동장의 속

도경사도(velocity gradient)이고 는 Nose-Hoover 
thermostat 변수이다.

2.1.2. 몬테 카를로(Monte Carlo)
몬테 카를로(Monte Carlo) 시뮬레이션 기법은 

통계역학에 기반한 전산모사 연구 기법으로 라스

베가스(Las Vegas)와 함께 도박으로 유명한 도시

인 몬테 카를로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1,2]. 1953
년 매니악(MANIAC)의 출현 이후부터 몬테 카를

로 기법을 이용한 전산모사 연구가 실행되어 왔다. 

고분자 용융체의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몬테 카를

로 기법은 실제 고분자 사슬의 움직임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고분자 사슬의 동역학적 특성들을 직

접 계산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몬테 카를로 기법은 효과적인 통계 표본추출 방법

을 이용하여 많은 free energy barrier를 우회함으

로써 분자 동역학으로는 전산모사가 불가능한 긴 

완화시간(relaxation time)을 가지는 분자량이 큰 

고분자 물질이나 복잡한 분자형태구조를 가지는 

비선형 고분자 물질의 전산 모사가 가능하다.

2.2. 중시계 스케일 전산모사(mesoscopic scale 

computer simulation)

2.2.1. 브라운 동역학(Brownian dynamics)
브라운 동역학(Brownian dynamics)은 정지된 상

태의 액체나 기체 속 미세한 입자의 불규칙한 운

동에 기반을 하고 있다. 고분자 용액의 동역학 이

론(kinetic theory of polymeric liquids)에 따르면 

묽은 고분자 용액(dilute solution) 속 개별 고분자 

체인의 움직임은 이러한 브라운 동역학을 이용하

여 정확히 모사할 수 있다[9]. 고분자 용액의 브라

운 동역학 전산모사에 있어서 여러 원자(atom)들
은 하나의 비드(bead)로 나타내어지게 되기 때문

에 미시계 전산모사 기법보다 대용량의 계산을 필

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고분자 

체인의 화학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고분자 농

축용액이나 용융체(concentrated solution or melt)의 

전산모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브라운 동역학 전산모사에서 각각의 비드에 

대하여 힘평형(force balance)을 위치벡터(position 
vector)에 대한 운동방정식(equation of motion)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dri = 



Vi∞ 

Fi 

dt  




kBT dWi (2)

여기서 Vi∞ 는 스트리밍 속도(streaming velocity)
를 의미하며, 는 등방성 항력계수(isotropic drag 
coefficient)를 의미한다. 또한 kB는 볼츠만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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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tzmann constant), Wi는 Wiener process를 말

한다.

2.2.2. Kremer-Grest model
Kremer-Grest (KG) 고분자 사슬 모델은 미시계 

전산모사에 비해 단순한 분자 모델의 적용에 따른 

전산모사의 효율성 덕분에 일반적인 고분자 용융

체(polymer melt)의 특성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중

시계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 기법이다[4]. 특히, 
이 모델에서 고분자 사슬의 각각의 비드(bead)는 

실제 고분자 사슬의 Kuhn 세그먼트 길이에 해당

되기 때문에 미시계 분자 동역학 기법으로는 전산

모사가 불가능한 큰 분자량을 가진 얽힌 고분자 용

융체(entangled polymer melts)의 전산모사를 가능

하게 해 준다. 하지만, 각각의 비드(bead)가 Kuhn 
세그먼트 길이(Kuhn segment length)에 해당되기 

때문에 브라운 동역학 전산모사와 마찬가지로 고

분자 사슬의 화학적 특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특히 
KG 전산모사 기법은 고분자 체인의 강성(chain 
stiffness)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연성 고분자 사

슬(flexible polymer chain)부터 반연성 고분자 사

슬(semiflexible polymer chain)까지 다양한 체인 강

성을 지닌 고분자 용융체의 시뮬레이션에 적합하다. 
각 비드(bead)에 관한 운동방정식(equation of mo-
tion)은 다음과 같다.

mr̈i = Fi - Γṙi + Wi(t) (3)

여기서 ri와 Fi는 각각 비드의 위치 벡터와 힘 벡

터이고 Γ는 비드의 마찰계수를 나타낸다. Wi(t)는 

브라운 동역학 전산모사와 마찬가지로 비드의 무

작위 충돌을 나타낸다.

2.3. 얽힘 네트워크 분석 알고리즘(entangle- 

ment network analysis algorithm)

상용고분자들은 매우 큰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얽힌 고분자(entangled polymer)들이다. 따라서 큰 

분자량을 가지는 얽힌 고분자들의 구조적, 열역학

적, 유변학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얽힘(entangle- 

ment)에 관한 정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실험적

으로는 획득할 수 있는 고분자 사슬 간 얽힘에 관

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분

자 체인 간 얽힘에 관한 미시계 분자 동역학 및 몬

테 카를로 전산모사는 얽힘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현재 고분자 

사슬 간 얽힘을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크게 

Kremer가 개발한 annealing method[10], Theodorou
가 개발한 CReTA[11], Kröger가 개발한 Z code[12]
로 나눌 수 있지만 고분자 사슬 간 얽힘에 관한 분

석에 있어서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얽힘 분석 알고리즘을 통하여 얽힌 고분자 사슬 형

태를 유지하는 최단 거리(Lpp), 얽힌 고분자 사슬 체

인당 얽힘 수(Zcoil), 얽힘 간 사슬길이(Me), 튜브 지

름(app) 등과 같은 상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참고로 세 가지 방법 중 고분자 사슬 간의 교차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고분자 사슬의 양 끝을 잇는 최

단 거리를 수학적으로 구하는 Z code가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3. 고분자 용액 및 용융체(Polymer Solutions 

and Melts)

3.1. 선형 고분자 용융체(linear polymer melts)

본 연구에서는 비평형 분자 동역학(nonequilib- 
rium molecular dynamics) 전산모사 기법을 활용

하여 전단 유동(shear flow) 및 신장 유동(elongati- 
onal flow) 하에서 선형 고분자 용융체(linear poly-
mer melt)를 전산모사 하였다[13,14]. 먼저, 전단 및 
신장 유동장 세기(flow field strength)에 따라 고분

자 용융체의 점도(viscosity)와 같은 거시적 특성들

(macroscopic properties)을 측정하여 기존 고분자 

용융체의 유변 실험 결과와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전단 및 신장 유동 하에서 고분자 용융

체 전산모사에 대한 유효성 및 효용성을 입증하였

다(Figure 2 참조). 또한 기존 고분자 유변 실험에

서는 획득하기 어려운 체인 종단간 벡터(chain 
end-to-end vector)와 같은 고분자의 구조적 특성

들(structural properties)을 측정하여 이러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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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들이 유동장의 종류와 세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Figure 2 참조).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점도 변화와 같은 거시적 특성(ma- 
croscopic property) 변화가 일어날 때 사슬 분자들

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밝혀내었다[13,14]. 전단 유

동의 경우 약한 세기의 유동장에서 체인의 스트레

칭(chain stretching)과 흐름 방향으로의 체인 정렬

(chain alignment to flow direction)이 일어나며, 
강한 세기의 유동장에서는 체인의 텀블링 및 회전

(chain tumbling and rotation)이 일어난다. 신장 유

동의 경우 전단 유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체인의 스

트레칭(chain stretching)과 흐름 방향으로의 체인 

정렬(chain alignment to flow direction)이 일어나

지만, 신장 유동의 유변학적 특성상 체인의 텀블

링 및 회전(chain tumbling and rotation)은 일어나

지 않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고분자 동역

학 모델들이 강한 전단 유동하 고분자의 동역학적

/유변학적 특성을 잘 묘사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모델들은 강한 전단 유동하 체

인의 텀블링 및 회전(chain tumbling and rotation)
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단 유동하 체인의 텀블링 및 회전(chain tum-

bling and rotation) 현상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

해 다양한 분자구조형태와 농도를 가지는 고분자 

용액에 대해 분자 동역학(molecular dynamics) 전
산 모사를 실시하고 실제 실험과의 비교를 진행하

였다[15-17]. Figure 3(a)에서 보듯이, 묽은 용액

(dilute solution) 실험에서 개별 체인(individual 
chain)들은 텀블링 사이클(tumbling cycle) 동안 완

전히 늘어났다가 뭉쳐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

다. 반면에 분자 동역학 전산모사 결과, 고분자 용

융체 또는 농축용액(polymer melt or concentrated 
solution)에서 개별 체인들은 컨베이어 벨트 모양

을 유지하면서 체인의 중심 윤곽선(chain contour)
을 따라 헤어핀 모양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시공간 

스케일의 제한이 큰 분자 동역학의 단점을 극복하

기 위해 브라운 동역학 전산모사를 이용하여 고분

자 용융체에 대한 새로운 동역학 모델을 만들었다. 
Figure 3(b)에서 보듯이 새로운 모델의 경우 비등

방성 확산 텐서(anisotropic diffusion tensor)를 이

용하여 전단 유동 하 체인의 헤어핀 모양 회전을 

효과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고 분자 동역학 전산모

사 결과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18].

Figure 2.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of linear polymer melts under shear and elongational flows. (a) Snapshots of linear 
polymer melts and corresponding primitive paths. (b) United atom (UA) models for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c) 
Macroscopic structural and rheological properties such as viscosity and chain end-to-end distance[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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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지형 고분자 용융체(branched polymer 

melts)

기존 고분자 이론 및 모델들은 고분자 사슬의 표

준 엔트로피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19,20]. 이러한 

고분자 사슬의 엔트로피 개념은 긴 가지형 고분자

(long-chain branched polymer)의 물리적/동역학적 

특성을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기본 토대를 제공해 

준다. 하지만, 짧은 곁가지(side branch)를 갖는 고

분자(short-chain branched polymer)의 경우 고분

자 사슬의 표준 엔트로피 개념에 근거하여 짧은 곁

가지 효과를 무시하고 짧은 가지형 고분자를 선형 

고분자(linear polymer)와 같이 취급하고 있는 실

정이다. 그러나 짧은 가지형 고분자들은 같은 분

자량을 가지는 선형 고분자들에 비해 외부 유동장

하에서 매우 상이한 유변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예
를 들어, 짧은 가지형 고분자 용융체들은 같은 분

자량을 가지는 선형 고분자 용융체보다 같은 전단 

유동 세기에서 높은 점도를 보여준다[21].
이러한 짧은 가지형 고분자 용융체의 근본적인 

동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단 유동하 분

자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22]. 또한 동

역학적 특성 비교를 위해 짧은 가지형 고분자와 같

은 분자량을 가지는 선형 고분자 및 긴 가지형 고

분자 용융체에 대한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도 동

시에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매우 짧은 완화시간

(relaxation time)을 가지는 짧은 곁가지들이 외부 

유동장의 세기와 관련 없이 랜덤하게 움직임으로써 

전체 체인의 스트레칭(chain stretching)과 흐름 방

향으로의 체인 정렬(chain alignment to flow direc-
tion)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체인의 텀블링 및 회전

(chain tumbling and rotation)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또한 이러한 짧은 곁가지 효과 때문에 

고분자 사슬들이 조 하고 뭉친 고분자 사슬 형태

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Figure 4(a) 참조].
이러한 결과를 입증하고 가지형 고분자 용융체

의 전산모사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Figure 4(b)
에서 보듯이 브라운 동역학 전산모사를 이용하여 

짧은 가지들의 빠른 랜덤 움직임을 묘사할 수 있는 
새로운 짧은 가지형 고분자 모델을 개발하였다[22]. 
새로운 모델의 경우 짧은 가지의 빠른 랜덤 움직

임을 묘사할 수 있는 branch randomness factor를 

비드의 운동방정식에 추가하여 전산모사를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상이한 시공간 스케일에서 얻은 결

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고분자의 구조적 물성 
중의 하나인 체인 종단간 길이(chain end-to-end 
distance)의 확률 분포(probability distribution func- 

Figure 3. Chain tumbling and rotation under shear flow. (a) chain tumbling and rotation in dilute and concentrated solutions 
(or melt). (b) Anisotropic diffusion tensor and new polymer model using Brownian dynamics simulation[15,16,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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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와 대표적인 동역학 물성 중의 하나인 점도

(viscosity)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4(c) 참조]. 또한, 이러한 짧은 가지의 빠른 랜덤 모

션을 바탕으로 유동장의 종류와 세기에 따라 다른 

동역학적 물성을 보여주는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가지형 고분자 구조를 디자인 할 수 있었다[Figure 
4(d)와(e) 참조][23,24].

3.3. 고리형 고분자 용융체(ring polymer melts)

고리형 고분자는 고분자 사슬의 끝과 끝이 연결

된 폐쇄 루프 구조(closed-loop structure)를 가지기 

때문에 Rouse 또는 Reptation (or tube) 모델과 같

은 기존 고분자 동역학 이론 및 모델의 적용이 용

이하지 않다. 또한 고리형 고분자 합성 과정에서 

남게 되는 선형 고분자들 때문에 실험을 통한 순

수한 고리형 고분자들의 특성 파악이 쉽지 않다. 

Figure 4. Short-chain branched (SCB) polymer melt. (a) Random motion of short branch. (b) Branch randomness factor 
for Brownian dynamics simulation. (c) Structural and rheological properties of short-chain branched polymer (d) Branched 
polymers with new molecular structure[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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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순수한 고리형 고분자 용융체에 

대한 분자 동역학 전산모사는 훌륭한 대안을 제시

한다. 예를 들어, Figure 5에서 보듯이 Rouse 모델

과 같은 기존 고분자 모델을 적용하여 이론적으로 

계산한 고리형 고분자의 구조적/동역학적 특성들

을 순수한 고리형 고분자 분자 동역학 전산 모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25].
전단 유동하 고리형 고분자 체인의 텀블링 및 

회전운동(chain tumbling and rotation)에 대해 알

아보기 위해 다양한 길이를 가지는 고리형 고분자 

체인에 대한 비평형 분자 동역학 전산모사를 실시

하였다[26]. 시뮬레이션 결과 선형 고분자와는 다

른 다양한 고리형 고분자 체인의 텀블링 및 회전 

운동(chain tumbling and rotation)을 관찰할 수 있

었고 이는 고리형 고분자 체인의 폐쇄 루프 구조

로 인한 2차원 표면(surface area)에 기인한다는 사

실을 알아내었다. 이에 고리형 고분자 체인의 표면

적을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고안하였다

[Figure 6(a)와 (b) 참조]. 현재 고리형 고분자 사슬

의 2차원 표면적 변화에 관한 정보를 기반으로 고

리형 고분자의 동역학적 특성을 묘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고안 중에 있다. 이 알고리즘(thinning 

algorithm)은 고리형 고분자의 2차원 표면적을 이

용하여 고리형 고분자의 중심선(center line)을 찾아

내는 알고리즘으로 고리형 고분자의 동역학적 특성

을 가지형 고분자(branched polymer)를 이용하여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Figure 6(c) 참조].

3.4. 계면 고분자 용융체(interfacial polymer 

melts or confined polymer melts)

고분자 시스템 가공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용융파괴(melt fracture), 샤크스킨(shark skin)과 같

은 흐름 불안정(flow instability) 현상들은 최종 고

분자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흐름 불안정 현상들은 계면 슬립 현상

(interfacial slip)과 접한 연관을 맺고 있지만 실

험 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이에 관한 충분한 이해

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계면 슬립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다양한 미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분자 동역학 

전산모사를 실시하였다[27-30]. 분자 동역학 전산

모사를 이용하여 개별 계면 고분자 사슬들이 고체 

표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지를 전단 유동장의 세

기에 따라 면 히 관찰하고 이를 계면 고분자 시스

Figure 5. Nonequilibrium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of a ring polymer melt. (a) Snapshot and viscosity of the ring 
polymer melt. (b) Ring Rouse model[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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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계면 슬립 정도(degree of slip)와 비교분석 하

였다. Figure 7에서 보듯이, 약한 세기의 전단 유동

하에서 계면 고분자 사슬들은 강한 고분자-표면간

의 상호 작용(polymer-wall interaction)으로 인해 

고체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흐름 방향(flow 
direction)으로 정렬하게 된다. 그 결과 약한 세기

의 전단 유동 구간에서는 계면 슬립이 증가하게 된

다. 중간 세기의 전단 유동하에서는 전단 유동장과 

고분자-표면간의 상호 작용이 경쟁하게 된다. 계면 

고분자들은 전단 유동장 때문에 고체 표면으로부

터 분리되려고 하지만 고분자-표면간의 상호 작용

으로 인해 고체 표면으로 붙으려는 경향을 보여준

다. 따라서 중간 세기의 전단 유동하에서는 계면 

고분자들이 고체 표면에 뗐다 붙었다하는 움직임

이 반복되게 되고 이 때문에 계면 슬립이 증가하지 

않고 유지된다. 강한 세기의 전단 유동 하에서는 매

우 강한 전단 유동장 때문에 계면 고분들이 고분자

-표면 간의 상호 작용을 극복하고 고체 표면으로부

터 회전하면서 떨어지게 되어 계면 슬립이 급격하

게 증가하게 된다. 현재, 이러한 개별 계면 고분자

들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중시계 및 거시계 계면 고

분자의 이론 및 모델이 개발 중에 있다.

3.5. 단층 고분자 용융체(monolayer or two- 

dimensional [2D] polymer melts)

오랫동안 극히 한정된 차원(extremely confined 
dimension)에서 고분자 용융체 체인의 형태에 관한 
이론적 논쟁이 있어왔다. de Gennes[31]의 예상 

이후로 극히 한정된 차원에서 고분자 용융체 체인

은 뭉쳐지고 분리된 체인 형태(compact and segre-
gated chain conformation)를 가진다는 주장[32]이 

대세를 이루었으나, 최근 늘어나고 상호 침투된 체

Figure 6. Ring chain tumbling and rotation under flow condition. (a) Ring chain tumbling behavior under shear flow. (b) 
Schematic description of the numerical algorithm for constructing intrinsic ring surfaces. (c) Schematic description of the 
numerical algorithm for thinning algorithm[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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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형태(extended and interpenetrated polymer chain 
conformation)를 가진다는 주장[33]이 대두되고 있

다[Figure 8(a)와 (b) 참조]. 하지만 급격한 고분자 

분석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극히 한

정된 고분자 용융체에 관한 정확한 분석은 불가능

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길이

를 가지는 극히 한정된 차원의 고분자 용융체에 

대한 분자 동역학 전산모사를 수행하였다[34]. 극
히 한정된 고분자 용융체의 분자 동역학 전산 모

사 결과, 랜덤한 코일 형태(random coiled confor- 
mation)를 보여주던 유연한 고분자 체인들(flexible 
polymer chains)이 극히 한정된 차원에서 엔트로피

(entropy)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매우 제한된 체인 

형태만 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매우 제한된 체인 형태는 체인의 세그먼트 

간 공간적 연관성(spatial correlation)을 증가시켜 

체인의 강성(chain stiffness)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극히 한정된 차원에서 고분

자 용융체의 체인은 뭉쳐지고 분리된 체인 형태

(compact and segregated chain conformation) 대
신 늘어나고 상호 침투된 체인 형태(extended and 
interpenetrated polymer chain conformation)를 보

여주었다.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고분자 용융

체 체인의 강성을 변화시키면서 시뮬레이션 가능

한 KG 모델을 이용하여 다중스케일 전산모사를 

실시하였다[34]. KG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에

서 매우 유연한 2차원 고분자 체인들은 극히 한정

된 고분자 시스템에서 뭉쳐지고 분리된 사슬 형태

Figure 7. Nonequilibrium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of an interfacial polymer melt[27,29].

Figure 8. Extremely confined polymer melt. (a) Extended and interpenetrated chain conformation in nearly two-dimensional 
system. (b) Compact and segregated chain conformation in two-dimensional system. (c) Kremer-Grest (KG) model with 
various chain stiffnes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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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ct and segregated chain conformation)를 보

여주었고 체인 강성이 증가한 2차원 고분자 체인

들은 극히 한정된 고분자 시스템에서 늘어나고 상

호 침투된 사슬 형태(extended and interpenetrated 
polymer chain conformation)를 보여주었다[Figure 
8(c) 참조]. 이러한 결과는 매우 유연했던 고분자 

용융체의 체인들이 공간적으로 제한되면서 체인 강

성이 늘어나 상호 침투된 사슬 형태(extended and 
interpenetrated polymer chain conformation)를 가

진다는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치한다.

3.6. 얽힘 네트워크 분석(entanglement net- 

work analysis)

실험적으로는 획득할 수 있는 고분자 체인 간 얽

힘(entanglement)에 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 상

황에서 얽힌 고분자(entangled polymer)에 대한 분

자 동역학 및 몬테 카를로 전산모사는 훌륭한 대

안을 제시한다[13,35]. 먼저, 외부 유동장 하 얽힘 

네트워크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길이를 

가진 얽힌 고분자 용융체(entangled polymer melt)
에 대한 분자 동역학 전산모사를 실행하고 얽힘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 중 하나인 Z code[12]를 

이용하여 유동장의 종류 및 세기에 따라 상세한 

정보를 분석하였다[Figure 9(a)와 (b) 참조]. 유동

장의 종류와 세기에 따라 얽힌 고분자 사슬 형태를 
유지하는 최단거리(Lpp), 얽힌 고분자 사슬 체인당 

얽힘 수(number of entanglements per chain, Zcoil), 
얽힘 간 사슬 길이(molecular weight between en-
tanglements, Me), 튜브 지름(tube diameter, app)과 

같은 다양한 얽힘에 관한 특성들은 매우 상이한 결

과를 보여주며 체인 스트레칭(chain stretching), 흐
름 방향으로의 체인 정렬(chain alignment to flow 

Figure 9. Entanglement network analysis. (a) Snapshots of linear polymer melt under flow conditions and corresponding 
primitive paths. (b) Topological properties of linear polymer melt under flow conditions. (c) Various branched polymer 
systems with the same molecular weight (C2400H4802) and corresponding primitive paths[13,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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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체인의 텀블링 및 회전(chain tumbling 
and rotation)과 같은 현상과 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다음으로 평형상태(equilibrium) 몬테 카를로 전

산모사를 이용하여 충분히 긴 분자량(C2400)을 갖

는 다양한 분자구조형태 고분자 용융체의 얽힌 고

분자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35]. 이러한 고분자 

용융체들은 같은 분자량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얽힘 특성을 보여주었다[Figure 9(c) 참조]. 예
를 들면, 짧은 가지형 고분자(short-chain branched 
polymer)의 경우 뭉쳐진 구조(compact structure) 
때문에 같은 분자량의 선형 고분자(linear polymer)
보다 30% 작은 Zcoil 값을 보여주었고 긴 가지형 고

분자(long-chain branched polymer)의 경우 6~11% 
더 큰 Zcoil 값을 보여주었다.

4. 결론 및 전망

다양한 시공간적 스케일에 연관된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분자를 효율적으로 연구하

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실험 방법 외에도 다중스케

일 전산모사 방법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

근 급격한 발전을 이룬 서로 상이한 시공간적 스

케일을 가진 전산 모사 방법들에 대해 간략히 살

펴보았고 이들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다중 스케일 전산 모사에 대해 여러 가지 사

례를 들어 알아보았다.
분자 동역학이나 몬테 카를로 전산모사에서 얻

은 미세하고 방대한 정보 중 핵심적인 정보를 바

탕으로 더 큰 시공간적 스케일에서 모델링하는 다

중 스케일 전산 모사 기법은 각 스케일에서의 전

산 모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고 전산 모

사의 시공간적 한계성을 극복하게 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실험방법으로는 접근

할 수 없는 상이한 시공간적 스케일에서의 미세하

고 방대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게 하여 기존 고

분자 유변학 이론 및 가설들을 검증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분자 유변학 이론이나 

모델 개발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현재 고분자 유변학 연구 분야에 있어서 다중 

스케일 전산 모사 방법은 전통적인 이론 및 실험

과 더불어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더
욱이 이러한 방법들은 상호 보완적인 모습을 보이

며 발전해 나가고 있어 고분자 시스템을 통합적으

로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고성능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산모사 알고

리즘의 진보는 앞으로 고분자 유변학 뿐만 아니라 

모든 응용과학분야에 있어서 다중 스케일 전산 모

사의 중요성을 점점 더 증대시키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References

1. M. P. Allen and D. J. Tildesely, Computer Si- 
mulation of Liquid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K (1989).

2. D. Frenkel and B. Smit, Understanding Mole- 
cular Simulation, Academic Press, San Diego, 
CA, USA (1996).

3. H. C. Öttinger, Stochastic Processes in Polyme- 
ric Fluids, Springer, Berlin, Germany (1996).

4. K. Kremer and G. S. Grest, Dynamics of 
entangled linear polymer melts: A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J. Chem. Phys., 92, 5057- 
5086 (1990).

5. H. K. Versteeg and W. Malalasekera, An In- 
troduction to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2nd ed. Pearson, Edinburgh, UK (2007).

6. V. Harmandaris, Quantitative study of equili- 
brium and non-equilibrium polymer dynamics 
through systematic hierarchical coarse-graining 
simulations, Korea-Australia Rheology J., 26(1), 
15-28 (2014).

7. D. J. Evans and G. P. Morriss, Statistical Me- 
chanics of Nonequilibrium Liquids, 2nd ed. 
ANU Press, Canberra, Australia (2007).

8. C. Baig, B. J. Edwards, D. J. Keffer, and H. 
D. Cochran, A proper approach for nonequili- 



기획특집: In Silico 공업화학 모델링 기술

40  공업화학 전망, 제24권 제3호, 2021

brium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of 
planar elongational flow, J. Chem. Phys., 122, 
114103 (2005).

9. R. B. Bird, C. F. Curtiss, R. C. Armstrong, and 
O. Hassager, Dynamics of Polymeric Liquids, 
vol. 2 Kinetic Theory, 2nd ed., John Wiley & 
Sons, New York, USA (1987).

10. R. Everaers, S. K. Sukumaran, G. S. Grest, 
C. Svaneborg, A. Sivasubramanian, and K. 
Kremer, Rheology and microscopic topology 
of entangled polymeric liquids, Science, 303 
(5659), 823-826 (2004).

11. C. Tzoumanekas and D. N. Theodorou, Topo- 
logical analysis of linear polymer melts: A 
statistical approach, Macromolecular, 39(13), 
4592-4604 (2006).

12. M. Kroger, Shortest multiple disconnected path 
for the analysis of entanglements in two- and 
three-dimensional polymeric systems, Comput. 
Phys. Commun., 168, 209-232 (2005).

13. J. M. Kim, D. J. Keffer, M. Kröger, and B. J. 
Edwards, Rheological and entanglement cha- 
racteristics of linear chain polyethylene li- 
zquids in planar Couette and planar elonga- 
tional flows, J. Non-Newtonian Fluid Mech., 
152(1-3), 168-183 (2008). 

14. J. M. Kim, D. J. Keffer, B. J. Edwards, and C. 
Baig, Visualization of conformational changes 
of linear alkanes & short polyethylenes under 
shear and elongational flows, J. Mol. Graph. 
Mod., 26(7), 1046-1056 (2008). 

15. J. M. Kim, B. J. Edwards, D. J. Keffer, and 
B. Khomami, Single-chain dynamics of linear 
polyethylene liquids under shear flow, Phys. 
Lett. A, 373, 769–772 (2009).

16. J. M. Kim, B. J. Edwards, D. J. Keffer, and B. 
Khomami, Dynamics of individual molecules 
of linear polyethylene liquids under shear: 
Atomistic simulation and comparison with a 

free-draining bead-rod chain, J. Rheol., 54, 
283-310 (2010). 

17. J. M. Kim and C. Baig, Precise analysis of 
polymer rotational dynamics, Sci. Rep., 6, 
19127 (2016).

18. J. M. Kim, P. S. Stephanou, B. J. Edwards, 
and B. Khomami, A mean-field anisotropic 
diffusion model for unentangled polymeric 
liquids and semi-dilute solutions: Model de- 
velopment and comparison with experimental 
and simulation data, J. Non-Newtonian Fluid 
Mech., 166, 593-606 (2011).

19. M. Doi and S. F. Edwards, The Theory of 
Polymer Dynamic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K (1986). 

20. M. Rubinstein and R. H. Colby, Polymer 
Physic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K 
(2003).

21. D. J. Rohse, The influence of chemical structure 
on polyolefin melt rheology and miscibility, 
J. Macromol Sci. Part C: Polym. Rev., 45 
289-308 (2005).

22. J. M. Kim and C. Baig, Communication: Role 
of short chain branching in polymer structure 
and dynamics, J. Chem. Phys., 144, 081101 
(2016). 

23. S. H. Jeong, J. M. Kim, and C. Baig, Rheolo- 
gical influence of short-chain branching for 
polymeric materials under shear with variable 
branch density and branching architecture, 
Macromolecules, 50, 4491-4500 (2017). 

24. S. H. Jeong, J. M. Kim, and C. Baig, Rheolo- 
gical behaviors of H-shaped polymers incor- 
porated with short branches under shear and 
elongational flows via FENE-Rouse model, J. 
Rheol., 62, 1115 (2018). 

25. G. Tsolou, N. Stratikis, C. Baig P. S. Stephanou, 
and V. G. Mavrantzas, Melt structure and dy- 
namics of unentangled polyethylene rings: 



유동하 고분자 용융체의 다중스케일 전산모사 기법과 응용

KIC News, Volume 24, No. 3, 2021   41

Rouse theory, atomistic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and comparison with the linear 
analogues, Macromolecules, 43, 10692-10713 
(2010).

26. S. H. Jeong, S. Cho, E. J. Roh, T. Y. Ha, J. 
M. Kim, and C. Baig, Intrinsic surface cha- 
racteristics and dynamic mechanisms of ring 
polymer solutions and melts under shear flow, 
Macromolecules, 53, 10051 (2020).

27. S. Jeong, S. Cho, J. M. Kim, and C. Baig, 
Molecular mechanisms of interfacial slip for 
polymer melts under shear flow, J. Rheol., 61, 
253-264 (2017). 

28. S. Cho, S. Jeong, J. M. Kim, and C. Baig, 
Molecular dynamics for linear polymer melts 
in bulk and confined systems under shear flow, 
Sci. Rep., 7, 9004 (2017). 

29. S. Jeong, J. M. Kim, S. Cho, and C. Baig, 
Effect of short-chain branching on interfacial 
polymer structure and dynamics under shear 
flow, Soft Matter., 13, 8644 (2017). 

30. S. Jeong, S. Cho, J. M. Kim, and C. Baig, 
Interfacial molecular structure and dynamics 
of confined ring polymer melts under shear 
flow, Macromolecules, 51, 4670 (2018).

31. P. G. de Gennes, Scaling Concepts in Polymer 
Physics,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New 
York, USA (1979).

32. I. Carmesin and K. Kremer, Static and dynamic 
properties of two-dimensional polymer melts, 
J. Phys. (France), 51, 915-932 (1990).

33. J. Kumaki, Observation of polymer chain 

structure in two-dimensional films by atomic 
force microscopy, Polym. J., 48, 3-14 (2008). 

34. J. Kim, J. M. Kim, and C. Baig, Intrinsic chain 
stiffness in flexible linear polymers under 
extreme confinement, Polymer, 213, 123308 
(2021).

35. S. H. Jeong, J. M. Kim, J. Yoon, C. Tzouma- 
nekas, M. Kröger, and C. Baig, Influence of 
molecular architecture on entanglement net- 
work: topological analysis of linear, long- and 
short-chain branched polyethylene melts via 
Monte Carlo simulation, Soft Matter., 12, 3770- 
3786 (2016).

36. C. M. Schroeder, R. E. Teixeira, Eric S. G. 
Shaqfeh, and S. Chu, Characteristic periodic 
motion of polymers in shear flow, Phys. Rev. 
Lett., 95, 018301 (2005).

37. J. Yoon, J. Kim, and C. Baig, Nonequilibrium 
molecular dynamics study of ring polymer 
melts under shear and elongation flows: A 
comparison with their linear analogues, J. 
Rheol., 60, 673-685 (2016).

김 준 모
1997~2005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학사
2005~2010 University of Tennessee 화학공

학과 박사
2010~2013 MIT 화학공학과 박사후 연구원
2013~2020 UNIST 에너지 및 화학공학 연구원
2020~현재 경기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