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박사학위논문 

 

 

가교결합 및 수분흡수를 고려한 에폭시 
나노복합재의 변형거동과 열전도특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hermal transport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epoxy nanocomposites considering  

the cross-linking effect and the hygrothermal effect 

 
 
 

 

 

 

 

2013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 

유 수 영 



 

i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나노크기의 강화재가 포함된 나노복합재의 구조변화에 따른 

기계적거동 및 열전도특성 변화를 분자동역학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수 

나노미터에서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나노입자를 강화재로 포함하는 

나노복합재는 나노입자의 높은 표면적으로 인하여 마이크로/매크로 강화재를 

포함한 복합재에 비하여 강화된 물성을 갖는다. 동시에 나노입자의 크기로 

인하여 나노복합재의 유효물성이 변하는 크기효과를 보인다. 기계적 거동 및 

열전도 거동에서 나타나는 나노입자의 크기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 분자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중입자모델을 적용한 멀티스케일 해석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나노복합재는 열경화성 고분자재료와 구형의 

나노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열경화성 고분자재료의 고유 물성을 발현하는 중요한 

구조적 특성은 고분자사슬 사이에 존재하는 가교결합이다. 따라서 분자동역학 

해석을 이용하여 열경화성 고분자재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교결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교결합을 모사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가교기법을 이용하였다. 다양한 분자동역학 해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근접가교기법과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대표분자모델 기법을 이용하였다. 

제안된 대표분자모델 기법은 가교결합을 효율적으로 모사할 수 있으며, 

나노입자의 크기효과 등 원하는 변수와 특성 변화에 대한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 

있도록 가교구조 및 가교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열경화성 고분자재료의 기계적 특성 및 열전도특성은 가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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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재의 크기, 수분 등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나노복합재의 

기지재료로 사용된 에폭시의 가교율에 따른 기계적특성과 열전도특성을 

분자동역학 해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고분자사슬의 가교결합으로 인해 

고분자재료의 기계적 특성 및 열전도특성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노복합재료에서 강화재의 크기는 유효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다. 강화재의 크기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 고정된 체적분율에서 

나노입자의 크기가 다른 복합재를 구성하여 물성을 측정했다. 강화재 주변에 

높은 밀도를 가지는 유효계면의 형성을 원자밀도 분석을 통하여 증명했다. 

유효계면으로 인하여 나노복합재의 기계적특성을 강화되며,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강화효과가 증가되는 것을 규명했다. 그러나 나노복합재의 

열전도특성은 유효계면의 물성 강화효과뿐만 아니라 Kapitza 열저항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나노복합재에서 Kapitza 계면의 두께는 

나노입자의 크기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나노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Kapitza 열저항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반지름 9Å 이하의 

나노입자를 포함한 나노복합재는 Kapitza 열저항효과가 극대화되어 고전도성 

나노입자에 의한 열전도 강화효과를 상쇄하여, 나노복합재의 열전도계수가 

순수한 고분자기지의 열전도계수보다 낮아진다. Kapitza 열저항효과는 

나노입자의 크기가 커지면서 완화되어 반지름이 9Å 이상이 되면 나노입자의 

강화효과가 발현된다. 본 연구를 통해 수 나노미터 크기의 나노입자를 포함한 

나노복합재의 열전도계수가 강화재의 크기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증명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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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특성에서 나타나는 크기효과를 모사할 수 있도록 유효계면과 Kapitza 

계면을 고려한 멀티스케일 해석 모델을 정립했다. 제안됨 모델은 추가의 

분자동역학 해석 없이 나노강화재의 크기효과를 연속체 기반에서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나노입자의 크기효과는 인장하중에 의한 재료의 구조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지름이 7, 10Å의 서로 다른 크기의 나노입자를 포함한 

나노복합재의 일축 인장 변형에 따른 고분자사슬의 구조적변화 및 나노복합재의 

유효열전도 변화를 분자동역학 해석으로 확인했다. 작은 입자를 포함한 

나노복합재는 인장 변형동안 입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한 고분자재료와 

비슷한 거동을 보인다. 그러나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면 인장에 의한 

고분자사슬의 결정화현상이 저하되어, 인장 변형에 의한 열전도특성의 

강화현상이 약화된다. 즉, 나노복합재에 포함된 강화재가 탄성영역에서는 

열전도특성을 향상시키지만, 소성변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분자재료의 열전도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나노복합재 

및 고분자재료는 제작환경, 사용과정에서 수분과 열에 노출됨에 따라 재료에서 

흡습현상이 발생한다. 수분이 포함되는 경우, 재료의 물성이 변화하고 이는 

고분자재료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나노복합재에 흡습현상이 

발생했을 때, 수분의 이동 및 분포를 분석하고, 수분에 의한 기계적 물성 및 

열전도특성의 변화를 규명했다. 수분이 포함되는 경우 고분자재료의 

고분자재료의 기계적 특성이 저하된다. 특히, 나노복합재의 계면에 존재하는 

수분으로 인하여 유효계면의 형성이 저하되고,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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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복합재의 물성을 크게 저하한다. 반면 수분이 포함되는 경우 고분자재료의 

열전도특성이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계면에 존재하는 수분은 기지재료와 강화재 

사이에 수소결합을 형성함으로써 Kapitza 열저항효과를 완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유효계면의 형성 저하현상은 유효계면으로 인한 열전도 

강화현상을 상쇄한다. 이와 같은 수분에 의한 유효계면 및 Kapitza 계면의 특성 

변화로 인하여 나노복합재에서 나타나는 나노입자의 크기효과가 완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주요어: 분자동역학, 멀티스케일 해석, 나노복합재, 열경화성 고분자, 가교결합, 

크기효과, 인장거동, hygrothermal effect 

 

학번: 2006-23095 

 



 

v 
 

목       차 

 

1. 서  론 ........................................................................................................ 1 

1.1 나노입자의 크기효과 ............................................................................ 2 

1.2 고분자 나노복합재에서의 열전도문제 ................................................... 6 

1.2.1 고분자재료의 가교결합 및 결정도에 의한 열전도특성 변화 .... 6 

1.2.2 계면의 열저항 현상 ............................................................... 7 

1.3 수분에 의한 고분자재료의 물성 변화 .................................................... 9 

1.4 원자수준 해석의 필요성 ...................................................................... 11 

1.5 논문 구성 ........................................................................................... 13 

2. 분자동역학 해석 ...................................................................................... 16 

2.1 분자동역학 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 .................................................... 16 

2.2 원자간 포텐셜 .................................................................................... 16 

2.3 앙상블 ................................................................................................ 18 

2.4 기계적 물성 도출을 위한 PARRINELLO-RAHMAN 섭동법 .............. 20 

2.5 열전도계수 도출을 위한 비평형분자동역학 해석 ................................. 20 

3. 분자동역학을 이용한 가교반응 모사 ......................................................... 26 

3.1 에폭시와 경화제의 원자구조 ............................................................... 26 

3.2 가교기법 ............................................................................................ 28 

3.2.1 에폭시 단위셀 ..................................................................... 28 



 

vi 
 

3.2.2 근접가교 기법(Close contact method) .............................. 29 

3.2.3 대표분자모델 기법(Representative molecular method) ... 31 

3.2.4 대표분자모델 기법 검증 ...................................................... 33 

3.3 에폭시와 나노복합재의 가교반응 비교 ................................................ 36 

3.3.1 에폭시수지의 가교반응 ........................................................ 36 

3.3.2 나노복합재의 가교반응 ........................................................ 37 

4. 크기효과를 고려한 나노복합재의 열전도 문제: 분자동역학 해석 ............... 47 

4.1 나노복합재의 열전도해석 개요 ........................................................... 47 

4.2 나노복합재 원자구조 .......................................................................... 48 

4.3 나노복합재의 열전도특성 ................................................................... 49 

4.3.1 비평형분자동역학 해석 방법 ................................................ 49 

4.3.2 비평형분자동역학 해석 결과 ................................................ 50 

4.4 KAPITZA 계면의 열저항효과 규명 .................................................... 53 

4.4.1 에폭시/탄화규소 적층 복합재 모델 ...................................... 53 

4.4.2 Kapitza 계면의 열전도율 측정 ............................................ 54 

4.5 결론 ................................................................................................... 55 

5. 크기효과를 고려한 나노복합재의 열전도 문제: 미시역학 모델 .................. 63 

5.1 미시역학 개요 .................................................................................... 63 

5.2 다중입자 모델 .................................................................................... 64 

5.3 유효계면의 열전도계수 및 체적분율 계산 ............................................ 66 



 

vii 
 

5.4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유효계면의 물성 검증 ........................................ 67 

5.5 미시역학 해석 결과 ............................................................................ 68 

5.5.1 유효계면의 두께와 열전도계수 ............................................ 68 

5.5.2 분자동역학 해석과 미시역학 해석의 비교 ............................ 70 

5.5.3 결과: 유효계면 물성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결과 ................... 71 

5.6 결과에 대한 고찰 ................................................................................ 72 

5.6.1 유효계면 효과 ..................................................................... 72 

5.6.2 Kapitza 계면 효과 ............................................................... 73 

6. 인장하중에 의한 열전도 특성 변화 ........................................................... 81 

6.1 개요 ................................................................................................... 81 

6.2 모델 구성과 평형 시뮬레이션 .............................................................. 82 

6.2.1 비정질 에폭시수지 .............................................................. 82 

6.2.2 결정성 에폭시수지 .............................................................. 83 

6.2.3 비정질 나노복합재 .............................................................. 84 

6.3 분자동역학 해석 ................................................................................. 85 

6.3.1 근접가교기법을 적용한 가교해석 ......................................... 85 

6.3.2 인장시뮬레이션 ................................................................... 86 

6.4 가교율 효과 ........................................................................................ 87 

6.4.1 가교율에 따른 에폭시수지의 인장 거동 ................................ 87 

6.4.2 가교율에 따른 열전도특성 변화 ........................................... 89 



 

viii 
 

6.4.3 강화된 열전도특성을 갖는 열경화성 고분자구조 .................. 92 

6.5 나노입자의 크기 효과 ......................................................................... 93 

6.5.1 나노입자의 영향 .................................................................. 93 

7. 수분에 의한 물성 변화 ........................................................................... 107 

7.1 개요 ................................................................................................. 107 

7.2 해석 방법 ......................................................................................... 107 

7.2.1 모델링 107 

7.2.2 기계적 물성 해석 ............................................................... 109 

7.2.3 열전도특성 해석 ................................................................ 110 

7.3 수분 흡수에 따른 구조변화 ............................................................... 110 

7.3.1 수분흡수에 따른 팽창률 .................................................... 110 

7.3.2 나노복합재 내부의 수분 분포 ............................................ 111 

7.4 수분 흡수에 따른 기계적 물성 변화 ................................................... 113 

7.5 열전도특성 변화 ............................................................................... 115 

7.5.1 수분에 의한 에폭시의 열전도특성 향상 .............................. 115 

7.5.2 나노입자의 크기효과 ......................................................... 116 

8. 결 론 ..................................................................................................... 129 

참 고 문 헌 .................................................................................................. 132 

 
 
 
 



 

ix 
 

 
 

LIST OF TABLES 

 

Table 3.1 Composition of the cross-linked epoxy unit cells ............................................. 38 

Table 3.2 Comparison of properties of the cross-linked epoxy unit-cells ........................ 38 

Table 3.3 Composition of epoxy and nanocomposites unit-cells ..................................... 39 

Table 3.4 Cross-linking ratio according  to cross-linking radius ...................................... 39 

Table 4.1 Material composition of nanocomposites unit cell ........................................... 56 

Table 5.1 Thermal conductivity and interface properties according to particle size ........ 74 

Table 5.2 Comparison of the thermal conductivity of nanocomposites obtained from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and finite element analysis. ...................... 74 

Table 6.1 Composition of epoxy and nanocomposites unit-cells ..................................... 96 

Table 6.2 Thermal conductivity and its increment according to strain (0% cross-linked 
epoxy) ........................................................................................................... 96 

Table 6.3 Thermal conductivity and its increment according to strain (60% cross-linked 
epoxy) ........................................................................................................... 97 

Table 6.4 Thermal conductivity and its increment according to strain (90% cross-linked 
epoxy) ........................................................................................................... 97 

Table 7.1 Composition of SiO2/epoxy and nanocomposites unit-cells .......................... 118 

Table 7.2 Composition of SiC/epoxy and nanocomposites unit-cells ............................ 118 

Table 7.3 Coefficient of moisture expansion of epoxy and epoxy nanocomposites ...... 119 

Table 7.4 Reinforcing ratio of Young`s modulus according to the cross-linking ratio .. 119 

 
 
 
 



 

x 
 

LIST OF FIGURES 

 

Figure 2.1 The continuity of temperature in the duplicated cell considering the periodic 
boundary conditions ...................................................................................... 23 

Figure 2.2 Molecular structure of the original unit-cell and the duplicated unit-cell for 
NEMD simulation ......................................................................................... 24 

Figure 2.3 Definition of the heat sink, source and subdomains to calculate the 
temperature gradient via NEMD simulation method .................................... 25 

Figure 3.1 EPON862® including two epoxide groups of triangular shape ....................... 40 

Figure 3.2 TETA® including 4 nitrogen groups (NH, NH2) ............................................ 40 

Figure 3.3 EPON862® molecule in an active state (carbon in blue) ................................. 41 

Figure 3.4 TETA® under active state (nitrogen in blue) ................................................... 41 

Figure 3.5 Atomistic structure of uncross-linked epoxy unit-cell .................................... 42 

Figure 3.6 The schematic diagram of close contact method ............................................. 43 

Figure 3.7 The cross-linking ratio according to cross-linking radius ............................... 44 

Figure 3.8 Unit-cells of the cross-linked epoxy resin to validate the representative 
molecular model method ............................................................................... 45 

Figure 3.9 Cross-linked structure of epoxy resin with 60% and 90% cross-linking ratio 46 

Figure 4.1 Molecular structure of SiC nanoparticle, cross-linked epoxy representative 
molecule and nanocomposites unit cell ........................................................ 57 

Figure 4.2 Thermal conductivity of nanocomposites according to the particle radius ..... 58 

Figure 4.3 Kapitza interface of SiC/epoxy nanocomposites ............................................. 59 

Figure 4.4 Radial density distribution of matrix and nanoparticle ................................... 59 

Figure 4.5 Change of volume fraction of Kapitza interface region according to the 
particle radius ................................................................................................ 60 

Figure 4.6 Layered composites model for Kapitza interfacial thermal resistance ............ 61 

Figure 4.7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layered composites cell ................................ 62 



 

xi 
 

Figure 5.1 Schematic of multi-inclusion model consists of particle, Kapitza interface, 
effective interphase, matrix and infinite medium ......................................... 75 

Figure 5.2 Representative volume element of the nanocomposites unit cell generated for 
the finite element analysis of the stead state heat transfer ............................ 76 

Figure 5.3 Comparison of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of nanocomposites obtained 
from MD simulations, the Mori-Tanaka model, and the proposed bridging 
model............................................................................................................. 77 

Figure 5.4Thermal conductivity of the nanocomposites at various particle radii and 
volume fractions obtained from the proposed bridging model. .................... 78 

Figure 5.5 Variation of the overall thermal conductivity of nanocomposites at various 
thicknesses, and conductivity of the effective interphase. ............................ 79 

Figure 5.6 Variation of the overall thermal conductivity of nanocomposites at various 
thickness and conductivity of the Kapitza interface. .................................... 80 

Figure 6.1 Atomistic structure of amorphous and crystallin uncross-lined epoxy ........... 98 

Figure 6.2 Schematic of uniaxial tension simulation and the stress-strain cruve ............. 99 

Figure 6.3 Stress-strain curve of uniaxial tensile loading ............................................... 100 

Figure 6.4 Atomistic structural change of  60 cross-linked epoxy ................................. 101 

Figure 6.5 Stress-strain curve according to cross-linking ratio ...................................... 102 

Figure 6.6 Thermal conductivity and orientation order change according to the cross-
linking ratio ................................................................................................. 103 

Figure 6.7 50% cross-linking epoxy which cross-linking simulation was applied after 
tensile simulation ........................................................................................ 104 

Figure 6.8 Size effect on thermal conductivity of nanocomposites (Cross-linking ratio: 
60%) ............................................................................................................ 105 

Figure 6.9 Comparison of mobility and alignment change of epoxy and nanocomposites 
during plastic deformation .......................................................................... 106 

Figure 7.1 Atomistic structure of SiC/epoxy nanocomposites unit cell ......................... 120 

Figure 7.2 Epoxy and nanocomposites unit cell including water molecules .................. 121 

Figure 7.3 Coefficient of moisture expansion of epoxy and epoxy nanocomposites ..... 122 

Figure 7.4 Distribution of water molecules during NPT equilibrium process ................ 122 



 

xii 
 

Figure 7.5 Interaction energy of water-epoxy and water-silica ...................................... 123 

Figure 7.6 Atomistic structure of nanocomposites unit cells with different distributed 
water molecules .......................................................................................... 124 

Figure 7.7 Change of Young`s modulus of epoxy and epoxy/silica nanocomposites 
according to moisture absorption (cross-linking ratio : 0.6) ....................... 125 

Figure 7.8 Change of formation of the effective interphase near nanoparticle according to 
water absorption. ......................................................................................... 126 

Figure 7.9 Change of thermal conductivity of epoxy according to moisture absorption and 
cross-linking ratio ....................................................................................... 127 

Figure 7.10 Change of thermal conductivity of epoxy and nanocomposites according to 
moisture absorption ..................................................................................... 128 

 
 



 

1 
 

1. 서  론 

과학기술은 MEMs/NEMs, 고효율 에너지장치, 우주항공기 등 초소형, 초경량, 

고성능의 구조체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최첨단구조체의 개발 및 

성능향상을 위해서는 고성능의 신소재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복합재료는 

최근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대표적인 신소재 중 하나로,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조합되어 물리적, 화학적으로 서로 다른 상을 형성함에 따라 각 재료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비해 보다 유효한 기능을 발현한다. 특히, 나노입자, 

나노튜브 등의 수 나노미터에서 수십나노미터 수준의 크기의 강화재(filler)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재는 나노강화재의 크기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복합재에 

비하여 강화된 물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전기적, 열, 기계적 특성이 동시에 

향상되는 다기능성 특성을 보인다[ 1 ]. 특히 고분자재료를 기지재료로 하는 

나노복합재는 고성능, 다기능성 특성과 더불어 재료의 경량화 및 높은 성형성 

등의 이점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고분자 나노복합재의 물성은 구성 재료의 고유 특성뿐만 아니라 강화재료의 

모양과 크기, 강화재와 기지재료의 계면에서의 상호작용, 기지재료를 구성하는 

고분자재료의 구조 등에 의해 결정된다. 고분자 사슬 사이의 가교결합이 

존재하는 열경화성 고분자재료를 기지재료로 하는 나노복합재의 경우 가교율, 

가교구조 등에 의하여 기지재료의 특성과 나노복합재의 유효 특성(effective 

property)이 결정된다. 따라서 나노복합재의 설계 시 이와 같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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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복합재의 구조는 합성과정 뿐만 아니라 구조체로의 가공과정 그리고 

사용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원하는 구조 및 성능의 나노복합재를 

설계하고 제작한다고 할지라도, 합성 후 남아있는 수분, 불완전 가교반응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 및 성능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구조체로의 가공과정에서 

소성변형에 의한 기지재료를 이루는 고분자사슬의 구조변화(결정화), 계면의 

분리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온, 고습한 환경에서 사용되면서 

나노복합재 내부로의 수분 흡수 현상, 그리고 자외선을 비롯한 빛에 노출됨에 

따라 기지재료의 가교율 증가 현상 등에 의한 노화(aging)가 발생한다. 

나노복합재의 합성-가공-사용(노화)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구조적인 변화는 

성능의 변화를 야기하므로, 설계 시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노입자의 크기, 기지재료의 가교율 및 구조, 수분에 의한 

재료 팽창 등에 의한 나노복합재의 물성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1.1 나노입자의 크기 효과 

나노강화재를 포함한 나노복합재는 강화재의 크기적 특성으로 인하여 

마이크로/매크로의 강화재를 포함한 복합재료에 비하여 강화된 물성을 보인다.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재료는 이종재료의 계면 주위의 기지재료의 구조적, 

화학적 변화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관측할 수 있는 변화는 계면 

주변의 고분자재료의 결정화 및 응집 현상이다. 기지재료와 강화재의 강한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계면 주위의 비정질상태의 고분자사슬이 강화재와 평행한 



 

3 
 

방향으로 결정화되고, 동시에 강화재 주변으로 밀집되면서 고밀도의 

고분자기지를 형성한다[2,3].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를 보이는 강화재 주변의 

기지재료 영역을 유효계면(effective interphase)이라고 정의한다. 유효계면은 

나노복합재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매크로 크기의 강화재를 포함한 일반적인 

복합재에도 존재하는 영역이지만, 일반적인 복합재료의 경우 유효계면의 영역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전체 복합재의 유효물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나 

강화재의 크기가 수십 나노미터 크기로 감소하면 강화재의 체적 대비 

표면적(surface to volume ratio)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강화재와 

기지재료가 상호작용을 하는 유효계면이 증가한다. 고밀도, 결정성의 유효계면은 

나노복합재를 구성하는 기지재료에 비하여 향상된 물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강화재와 기지재료 사이의 점착특성을 높여 기계적 하중 전달 특성, 열 전도 

특성을 향상시킨다. 높은 체적비의 유효계면을 갖는 나노복합재는 향상된 

유효물성을 갖는다.  

나노복합재에서 형성되는 유효계면의 존재와 유효계면으로 인한 나노복합재의 

물성 변화는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관측되고 있다. Maiti 등은 고무/클레이 

나노복합재에 대한 AFM(atomic force microscopy) 분석을 통하여 

나노강화재 주변에 유효계면의 존재를 확인했다[ 4 ]. 동시에 클레이의 

표면처리에 따라 강화재와 기지재료의 점착특성이 변하여 계면의 두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Ciprari 등은 TGA(thermal gravimetric analysis)와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를 통하여 나노복합재의 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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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함으로써 나노강화재 주변의 높은 밀도를 형성하고 있는 계면이 존재하는 

것을 규명하고, 밀도가 낮아지는 경우 나노복합재의 기계적 특성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5].  

나노복합재의 유효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계면 효과는 

나노강화재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계면 효과는 나노복합재의 체적에 대한 

계면의 표면적 비율에 의하여 변하게 되는데, 나노미터 영역에 존재하는 

나노강화재를 포함한 복합재에서 계면의 표변적 비율은 나노강화재의 크기에 

따라 민감하게 바뀐다. 수 나노미터에서 수십 나노미터 영역에서 강화재 크기의 

작아지면, 계면의 표면적 비율의 급격히 증가한다. 이는 계면효과를 강화한다.  

나노복합재에서의 강화재의 크기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Cho 등은 산화알루미늄 산화알루미늄(Al2O3)과 

비닐에스테르수지(vinyl ester resin)로 구성된 복합재의 인장 실험을 통하여 

기계적 물성에서 나타나는 크기효과를 규명하였다[6]. 지름 15, 50nm, 3, 20, 

70μm 의 크기가 서로 다른 구형의 산화알루미늄 입자를 포함한 복합재의 

탄성계수를 비교했다. 동일한 체적비율에서 입자의 크기가 3 μm, 50, 15nm 로 

작아짐에 따라 탄성계수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3, 20, 70 μm 의 입자를 포함한 

복합재의 탄성계수는 입자의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도출되었다. 입자 크기에 

따른 탄성계수의 변화는 체적비율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나노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에서 발견되는 나노입자의 크기효과는 Yang 등에 

의해서도 증명되었다 [7,8]. 동일한 체적비율에서 지름 11~18Å으로 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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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카/폴리이미드 나노복합재의 탄성계수와 전단계수가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기계적 물성에서 관측되는 크기효과는 

강화재의 체적비가 10%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관측되었다.  

Sun 등은 열탄성 특성에서 발생하는 나노입자의 강화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100nm 와 3μm 크기의 실리카 입자를 강화재로 사용한 에폭시 복합재의 

열팽창계수를 측정하였다[9]. 동일한 체적분율에서 나노 입자를 포함했을 때 

복합재의 열팽창계수의 감소 현상이 더 크게 발생했다. Goertzen and Kessler 

는 실리카 나노입자를 사용하여 나노미터 영역에서 크기가 작아질수록 

나노복합재의 열팽창계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10]. 나노 강화재로 인한 

크기효과는 항복특성(Yield strength)[11], 인장 강도(tensile strength) [12] 

등 다양한 물성에서 발생한다. 반면, 나노강화재가 복합재의 열전도특성 변화에 

미치는 크기효과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Lu 등은 직경 20μm 와 

100μm 의 알루미나 입자를 이용하여 폴리우레탄 복합재에 대한 열전도계수를 

측정하였다[13]. 동일한 체적비에서 20μm 의 입자를 포함한 복합재가 다소 

높은 열전도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Lu 의 연구는 입자의 

계면효과가 무시되는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에 의한 크기효과이므로, 계면효과가 

강화되는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의 크기효과와 동일한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나노입자를 포함한 나노복합재의 열전도특성에서 나타나는 크기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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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분자 나노복합재에서의 열전도문제  

1.2.1  고분자재료의 가교결합 및 결정도에 의한 열전도특성 변화 

열전도현상은 매질을 통한 포논의 이동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단결정 금속, 

세라믹 등과 같이 규칙적인 원자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재료는 규칙적인 결합 

구조를 통한 포논의 빠른 이동 현상으로 높은 열전도특성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재료의 규칙적인 원자구조로 인하여 열전도특성이 일정한 값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고분자재료와 같이 비규칙적인 원자구조를 가지는 재료는 복잡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낮은 열전도특성을 가지며, 동일한 원자구성을 가진 

재료일지라도 구조적 특성에 따라 열전도특성이 달라진다. 고분자재료는 

단량체(monomer)의 원자구조가 반복되며 구성된 고분자사슬이 여러 개 얽혀서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공유결합을 통한 포논의 이동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단일 고분자사슬의 열전도는 빠르게 발생한다. 그러나 

반데르발스 결합 등의 비공유결합 만이 존재하는 사슬과 사슬 사이의 열전도는 

사슬과 사슬 사이에서 발생하는 포논의 반사, 산란 현상에 의하여 느리게 

진행된다. 따라서 동일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재료일지라도 고분자사슬의 

길이, 구조 그리고 고분자사슬이 배열 구조, 밀도 등의 다양한 형성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열전도특성을 보인다.  

Hansen 은 일자구조를 가진 폴리에틸렌을 이용하여 고분자사슬의 길이가 

길어지면 일정수준까지 열전도율을 증가함을 증명하였다[14].  Fuller 은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 고분자의 열전도특성을 측정하여, 동일한 분자량의 고분자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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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라도 일자구조의 고분자사슬이 사방으로 뻗어나간 가지(branch) 구조의 

고분자사슬에 비하여 높은 열전도특성을 보이는 것을 증명하였다[15].  

동일한 분자량과 동일한 구조의 고분자사슬로 구성된 고분자재료일지라도 

고분자사슬의 배열상태에 따라 열전도특성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고분자재료의 열전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대부분의 

고분자재료가 비정질상태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방향으로 사슬이 

배열되어 있는 결정성 고분자재료의 열전도계수는 금속 등의 열전도계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한다[16,17]. 

열경화성 고분자재료는 가교반응에 의한 가교율 증가에 따라 열전도특성이 

강화된다. Pusatcioglu 은 가교결합으로 인하여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열전도계수가 1.8 배 증가함을 측정했다[18]. 뿐만 아니라 동일한 가교율로 

가교가 진행된 고분자재료라고 할지라도 가교된 사슬의 구조에 따라 

열전도특성이 변한다.  

 
1.2.2 계면의 열저항 현상  

이종재료로 구성된 나노복합재는 강화재로 사용되는 나노입자와 기지재료 

사이에 계면이 존재한다. 특히 표면처리를 수행하지 않은 강화재는 기지재료와 

공유결합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화재와 기지재료의 계면에 비공유결합 

만이 존재한다. 공유결합이 존재하지 않은 이종 재료간의 계면에서 열전도가 

진행되는 경우 계면에서 발생하는 포논의 산란 및 반사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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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열저항(interfacial thermal resistance) 현상 또는 Kapitza 현상이라고 

정의한다[19]. 특히, 계면에서의 포논의 산란, 반사 현상은 두 재료 사이의 

열전도특성에 큰 차이를 가질 때 극대화된다. 나노복합재의 이종재료 사이의 

계면열저항으로 인하여 계면에서 비연속적인 온도구배가 발생하고, 이는 전체 

재료의 유효물성을 저하한다.  

마이크로미터 크기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복합재는 계면이 전체 체적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값을 갖기 때문에 계면의 열저항특성이 열전도특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가 아니다. 그러나 나노강화재를 포함하는 나노복합재는 나노강화재의 높은 

표면적 비율로 인하여 나노복합재의 전체 체적 대비 높은 계면 비율을 갖는다. 

따라서 계면의 열저항현상이 나노복합재의 유효열전도특성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나노복합재에서 발생하는 계면열저항 현상은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규명되고 

있다. Seidel 등은 연속체 해석을 통하여 탄소나노튜브 복합재에서 발생하는 

열저항효과를 규명했다[20]. Parcher 등은 Si/Ge 복합재를 이용하여 온도와 

입자 크기에 의한 계면의 열저항 변화를 규명했다[21]. Hao 와 Konatham 은 

분자동역학 해석을 통하여 열저항현상을 발생하는 이종재료 사이의 포논의 산란, 

반사현상을 규명하고, 열저항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22,23].  

나노강화재의 크기에 의한 열전도특성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나노강화재에 의한 열전도 강화효과뿐만 아니라 나노강화재의 크기에 따른 

계면열저항 효과의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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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분에 의한 고분자재료의 물성 변화  

고분자재료의 합성 시 증발되지 않고 남아있는 수분, 그리고 고온, 다습한 

환경에 노출로 인하여 흡수된 수분은 고분자재료의 물성 변화를 야기한다. 

고분자재료 내부의 수분은 고분자사슬의 물리적, 화학적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수분이 포함됨에 따라 고분자사슬의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가소화(plasticization)가 진행되고, 자유체적(free volume)을 증가시켜 재료의 

팽창을 야기한다. 이와 같은 구조변화는 고분자재료의 기계적특성을 저하한다. 

Boubakri 등은 수분함량이 다른 세 개의 폴리우레탄 시편을 이용하여 수분에 

의한 물성변화를 규명하였다[ 24 ]. 오븐에서 수분을 제거한 시편, 그리고 

70℃에서 6 개월간 수분에 노출시킨 시편을 이용하여 수분에 의한 기계적물성 

변화를 규명하였다. 수분이 제거된 시편의 경우 기존의 시편에 비하여 

유리전이온도가 0.3℃ 상승한 반면 수분에 노출된 시편은 40.9℃ 낮아졌다. 

 인장테스트로 측정한 기계적 물성 변화를 보면, 수분이 포함되면서 

탄성계수가 41Mpa 에서 33Mpa 로 감소하였으며, 100% 인장 시 응력이 

8.8Mpa 에서 6.6Mpa 로 낮아졌다. Morgan 등은 TGDDM-DDS 로 구성된 

에폭시에 대하여 수분에 따른 기계적 물성 변화를 측정하였다[25]. 20~250℃ 

온도 범위에서 인장시험으로 기계적 물성을 측정한 결과, 모든 온도 범위에서 

수분에 의하여 인장하중과 탄성계수가 모두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온조건인 20℃에서 4wt%의 수분이 흡수된 경우 탄성계수가 20% 저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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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재료 기반의 복합재의 경우 순수한 고분자재료와 비교하여 수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강화재를 포함하는 경우 강화재와 기지재료 사이에 계면이 

존재한다. 기지재료에 의한 수분 흡수뿐만 아니라 계면에서 추가적인 수분 

흡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순수한 고분자재료와 비교하여 높은 수분흡수율을 

보인다. Mamunya 는 실험을 통하여 약 20%의 강화재를 포함한 복합재료의 

수분흡수량은 강화재를 포함하지 않은 고분자재료의 수분흡수량에 비해 50 배 

증가함을 증명했다[26]. 또한 복합재 내에 포함된 수분은 기지재료의 팽창, 

기계적 물성 저하, 전단항복응력 저하 등 기지재료 자체의 물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종재료 계면의 결합력을 약화시켜 계면 특성을 크게 저하시킨다[27]. 

나노복합재는 순수한 고분자재료에 비하여 수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수분에 따른 고분자재료와 나노복합재의 특성 변화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수분에 의한 나노복합재의 거동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고분자재료의 노화(aging) 현상으로 인한 재료 내의 수분의 증가는 기계적 

물성뿐만 아니라 열전도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수분흡수에 의해 

고분자재료 및 고분자 복합재에서 발생하는 열전도특성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하다. Mňahončáková 등은 시멘트/탄소섬유로 구성된 복합재를 

이용하여 수분흡수에 따른 열전도특성 강화 현상을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였다[28]. 건조한 상태의 복합재의 열전도계수는 0.318W/mK 이며, 재료 

내 수분량이 30%까지 증가하면서 열전도계수는 약 0.8W/mK 까지 증가했다. 

이와 같은 수분에 따른 열전도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는 한정된 재료에 대해서 



 

11 
 

수행되고 있으며[ 29 , 30 ], 학계 및 산업계에서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고분자재료 및 고분자 나노복합재에 대해서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고분자재료에 수분이 포함되는 경우 일반적인 비정질 고분자재료보다 높은 

열전도계수인 0.6W/mK 의 열전도율을 가진 수분에 의하여 고분자재료의 

열전도특성이 향상될지, 혹은 수분에 의한 재료의 팽창으로 인한 밀도 감소 및 

고분자재료의 유동성 감소 등으로 인하여 열전도특성이 저하될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노복합재에 포함된 수분에 의하여 유효계면의 점착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며, 그로 인하여 나노복합재의 열전도특성에 대한 수분 민감도가 순수한 

고분자재료와 어떻게 다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1.4 원자수준 해석의 필요성 

분자동역학은 원자 단위의 해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나노재료의 거동을 

모사하는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31,32]. 특히, 나노재료의 경우 계면 

원자들의 구조변화에 의하여 마이크로/매크로 크기의 재료와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대표적으로 나노복합재의 경우, 나노강화재와 주변 

기지재료의 상호작용력에 의하여 계면의 응집현상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계면의 

구조 변화는 나노복합재의 물성 변화를 유도한다. 나노재료의 고유한 특성을 

발현하는 원자수준의 구조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나노재료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분자동역학 해석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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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나노복합재의 합성-가공-사용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로 

유도되는 물성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나노입자의 크기 변화, 사슬의 가교구조 

변화 등 원자 단위, 사슬 단위에서 인위적인 구조변화가 요구된다. 분자동역학을 

이용하는 경우 원자 수준의 구조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연속체 

기반의 해석 기법 및 실험을 통한 원자 및 고분자사슬 수준의 인위적인 

구조변화는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나노입자의 크기효과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분자동역학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원하는 크기의 나노입자를 가지는 

나노복합재를 모사할 수 있는 반면, 실험을 통해 나노복합재를 구성하는 경우 

나노복합재에 포함된 전체 나노입자의 평균값만 조절할 수 있을 뿐, 특정한 

크기의 나노입자만 포함된 나노복합재의 형성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노재료의 구조적 변화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험적인 방법으로는 개별적인 구조 변화에 대한 거동 관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분자동역학을 이용하면 나노복합재의 특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인자에 

대한 개별적인 고려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노입자의 크기, 사슬의 결정도 등 

각각의 인자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열경화성 고분자재료로 구성된 나노복합재의 구조를 분석하고, 

합성-가공-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구조변화와 열전도특성 및 기계적 

물성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향상된 특성을 가지는 

나노복합재의 구조를 제안하려고 한다. 나노복합재의 물성은 기지재료의 물성, 

강화재의 물성 그리고 계면의 물성에 의하여 결정되며, 기지재료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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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경화성 고분자재료의 물성은 가교구조, 가교율 그리고 재료를 구성한 사슬의 

결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나노입자와 기지재료의 상호작용력에 의해 생성되는 

유효계면은 나노입자의 크기에 따라 점착특성이 변한다. 점착특성의 변화는 

유효계면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여 나노강화재의 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계면의 열저항의 변화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기지재료의 가교율, 수분량 

증가와 같은 고분자재료의 노화현상으로 발생한 구조적 변화를 물성 변화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와 물성 변화를 원자적 수준에서 분석을 통하여 

나노복합재의 최적 설계를 위한 변수를 제시할 수 있다. 

 

1.5 논문 구성 

본 논문의 본론은 7 장으로 구성되었다. 2 장에서는 분자동역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기계적 물성을 도출하기 위해 적용한 Parrinello-Rahman 

섭동법과 열전도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적용한 비평형분자동역학 해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원자들의 거동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포텐셜에 대해 

소개했다. 

3 장에서는 열경화성 고분자재료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용된 

가교기법을 제시했다. 기존의 다양한 분자동역학 해석에서 사용한 

근접가교기법과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한 대표분자모델 기법을 소개하고, 두 

방법으로 가교반응을 수행한 결과를 통하여 대표분자모델 기법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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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장에서는 나노복합재의 열전도특성에서 나타난 나노입자의 크기효과를 

규명했다. 4 장에서 분자동역학 해석을 통하여 유효계면의 열전도 강화현상과 

Kapitza 계면의 열저항에 의한 열전도 저하현상을 확인하고, 두 상반된 현상으로 

나노입자의 크기효과가 발생함을 증명하였다. 특히, 일정 크기 이하의 

나노입자를 포함한 복합재의 경우 열전도특성이 높은 나노입자를 포함할지라도 

Kapitza 계면의 열저항으로 인하여 열전도특성이 순수한 고분자재료의 

열전도특성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5 장에서는 4 장에서 도출한 분자동역학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강화재, 

기지재료뿐만 아니라 유효계면과 Kapitza 계면까지 포함한 다중입자모델을 

적용한 미시역학 기반의 브리징모델을 정립하였다. 기존의 미시역학 모델은 

강화재와 기지재료 두 상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나노입자의 크기변화에 따른 

계면의 물성변화를 묘사하기에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유효계면, Kapitza 

계면을 추가로 고려한 다중입자모델을 적용하여 나노복합재의 크기효과를 

고려한 미시역학 브리징모델를 제안했다.  

6 장에서는 기계적 하중에 의한 고분자재료의 구조적 변화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열전도계수의 변화를 도출하였다. 가교율이 다른 에폭시모델을 이용하여 

가교율에 따른 재료의 취성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인장하중에 의한 고분자의 

구조변화를 관측하여, 고분자사슬의 결정화가 재료의 열전도특성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동시에 인장에 의한 고분자재료의 구조적 변화와 

열전도특성 변화에서 발생하는 나노입자의 크기 효과를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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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에서는 수분에 의한 기계적물성과 열전도특성의 변화를 규명했다. 다양한 

수분흡수율을 가지는 고분자재료를 구성하여 수분에 의한 고분자 기지재료의 

물성 변화를 측정했다. 동시에 나노복합재에 수분 흡수가 발생하는 경우, 

계면으로의 수분 이동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계면에 존재하는 

수분으로 인하여 계면의 점착특성이 변하고 유효계면의 형성이 저하된다. 이는 

나노복합재의 추가적인 물성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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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자동역학 해석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분자동역학 해석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자동역학 해석 기법에 대한 설명을 본 

장에 제시하였다.   

 

2.1 분자동역학 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 

고분자재료를 기지재료로 사용하는 고분자 나노복합재에 대한 초기 

원자구조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자동역학 해석 상용 프로그램인 

Accelrys 사의 Material Studio 를 사용하였다[33]. 원자모델에 대한 앙상블 

시뮬레이션, 후처리 과정 등의 전반적인 분자동역학 해석에는 Material 

Studio 와 LAMMPS(Large-scale Atomic/Molecular Massively Parallel 

Simulator) 를 사용하였다[34].  

 

2.2 원자간 포텐셜 

분자동역학은 분자간의 상호작용 포텐셜을 통하여 상호작용력을 계산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적분하여 위치와 운동량을 얻어내는 과정을 통해 거시적 물성을 

예측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묘사하는 포텐셜이 정립되어야 

한다. 시뮬레이션 대상에 따른 적절한 포텐셜의 선택은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고분자재료는 많은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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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슬들이 비규칙적으로 얽혀 형성된다. 고분자재료의 거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원자가 

에너지(valence energy)와 공유결합을 이루지 않고 있는 원자들 사이에서 

정의되는 비결합에너지(non-bond energy)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고분자재료의 거동을 정의하기 위해 PCFF[35,36,37], CVFF[38,39,40], 

COMPASS[41,42,43] 등 다양한 포텐셜이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일원리에 입각한 계산(ab initio quantum calculation)으로부터 

계수(parameter)를 도출한 COMPASS (Condensed-phase Optimized 

Molecular Potentials for Atomistic Simulation Studies) 포텐셜과 

PCFF(polymer consistent forcefield) 포텐셜을 사용하여 분자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두 포텐셜은 동일한 함수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구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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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1~3 항은 각각 결합길이, 굽힘, 비틀림에 의한 에너지를 정의한다. 4 

항은 면외(out-of-plane) 에너지를 정의한다. 5~11 항은 결합, 굽힘, 비틀림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를 묘사하는 교차 항(cross term)이다.  나머지 두 

항은 비결합 에너지를 묘사하는 항으로 각각 정전기력을 묘사하는 

쿨롱(Coulomb) 포텐셜과 반데르발스(van der Waals) 결합력을 묘사하는 L-J 

포텐셜이다. 

 

2.3 앙상블  

분자동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앙상블(ensemble)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통계학적인 관점에 의한 개념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거시적 특성을 

공유하는 동시에 각각의 미시적 특성이 서로 다른 시스템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즉, 앙상블의 관점에서 300K 의 시스템이란 개별의 원자들의 속도, 온도 등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지만, 거시적으로 원자들의 평균 온도는 300K 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앙상블은 다음과 같다.  

• NVE(입자 수, 체적, 에너지) 앙상블 

    - 열적인 고립계 

    - 해밀토니안이 보존 

    - 전체 에너지값이 보존 

• NVT(입자 수, 체적, 온도) 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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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도 조절기가 존재(외부와 열교환 가능) 

    - Extended system 또는 가열입자와의 충돌 현상 도입  

• NPT(입자 수, 압력, 온도) 앙상블 

    - 온도 및 압력 조절기가 존재(검사체적/피스톤) 

    - 정수압 상태에서의 시스템 거동 관찰 

• NσT(입자 수, 응력, 온도) 앙상블 

    - 온도 및 압력 조절기가 존재함(검사체적/피스톤) 

    - 단위셀(unit-cell)의 형상자체가 변화 가능 

 

앙상블 개념으로 정의된 거시적 물성 값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원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계산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르고딕 가설(ergodic)을 적용하여 앙상블의 평균 값을 도출한다. 에르고딕 

가설은 충분히 긴 시간 동안의 평균이 앙상블 평균 값과 같다는 정의이다. 따라서 

에그로딕 가설을 적용한 앙상블 평균 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아래 

식에서 a 는 위치와 운동량과 같은 미시적 상태 의미하고, i 는 원자의 번호, N 은 

원자의 개수를 의미한다. 

1

1 ( )
N

iensemble
i

A a a x
N 

                                       (2.2) 

에르고딕 가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0

1lim [ ( )]
T

ensemble T
A a a x t dt

T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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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계적 물성 도출을 위한 Parrinello-Rahman 섭동법  

본 연구에서 기계적 물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Parrinello-Rahman 섭동법을 

적용하였다[44,45]. 평형 상태의 셀에 NσT 앙상블을 적용하고, 앙상블이 

수행되는 동안의 단위셀의 형상과 부피의 변화를 반영하는 변형률의 섭동과 

온도로부터 재료의 강성행렬의 정의한다. 강성행렬은 아래의 식과 같이 정의된다. 

 ij ijkl klC                                             (2.4) 

1

ijkl ij kl

kT
C

V
 


                                     (2.5) 

위 식에서 k 는 볼츠만 상수, T 는 시스템의 온도, V 는 앙상블을 수행하는 

동안의 체적의 평균값,  는 셀의 변형률을 의미한다.  

 

2.5 열전도계수 도출을 위한 비평형분자동역학 해석 

열전도계수를 도출하기 위한 분자동역학 방법론은 크게 그린쿠보 

관계식(Green-Kubo relation)을 이용한 평형분자동역학(equilibrium 

molecular dynamics) 해석[ 46 ]과 푸리에 법칙(Fourier’s law)을 이용한 

비평형분자동역학(non-equilibrium molecular dynamics) 해석[47]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평형분자동역학 해석을 통하여 나노복합재의 

열전도계수를 도출했다. 비평형분자동역학 해석은 평형 상태의 단위셀에 에너지 

차이를 부여한 후 발생되는 온도구배를 통하여 열전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림 2.2(a)와 같이 주기경계조건이 부여된 단위셀의 양면에 에너지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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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고 열전도계수를 측정하게 되면, 온도구배가 부여되는 방향으로의 

단위셀의 경계에서 온도의 불연속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주기경계조건이 

부여된 단위셀의 열전도계수를 측정하고자 할 경우, 그림 2.2(b)와 같이 

온도구배 방향으로 확장된 단위셀을 준비한다.  

셀 내부에 온도구배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선 2 배로 확장된 단위셀을 

온도구배를 부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수많은 평판(slab)으로 나눈다(그림 2.3). 

이 때 각 평판의 두께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나누어진 평판 중 양끝 두 평판을 

낮은온도평판(heat sink slab)으로 가정하고, 앙상블이 수행되는 동안 일정한 

양의 운동에너지를 두 평판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제거한다. 동시에 가운데 평판을 

높은온도평판(heat source slab)으로 설정하고 낮은온도평판에서 제거되는 

에너지와 동일한 양의 운동에너지를 반복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시스템의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평판의 에너지 차이는 열 유속(heat flux)을 

발생한다. 열 유속, qJ  는 평판의 넓이와 추가 및 제거되는 운동에너지, E 로 

정의할 수 있다.  

2q
cross section

E
J

A 

                                      (2.6) 

위 식에서 cross sectionA  는 열유속이 발생하는 방향의 단면적을 나타낸다. 에너지 

이동은 셀 중간의 높은온도평판으로부터 양방향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전체 값을 

2 로 나눈다. 이와 같은 에너지 추가 및 제거는 NVE 앙상블을 수행하면서 

온도구배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한다. 위에서 구한 열유속을 푸리에 

법칙(Fourier’s law)을 이용한 아래의 식에 대입하여 열전도계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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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

dT dx
  

/                                           
(2.7) 

위 식에서 dT dx/ 는 열유속이 발생하는 방향의 평형상태의 온도구배 값으로 각 

평판의 온도와 각 평판의 거리를 최소자승법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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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The continuity of temperature in the duplicated cell considering the 
periodic boundary conditions 

 

Periodic
cell

Original
cell

Discontinuity

Cell duplication for PBC

Real 
cell

Periodic
cell

Continuity

• Original cell

• Duplicated cell

 



 

24 
 

 

Figure 2.2 Molecular structure of the original unit-cell and the duplicated unit-cell 
for NEM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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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Definition of the heat sink, source and subdomains to calculate the 
temperature gradient via NEMD simul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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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자동역학을 이용한 가교반응 모사 

본 논문은 열경화성 고분자재료(thermoset polymer)인 에폭시수지 및 

에폭시수지를 기지재료로 사용하는 나노복합재에의 거동 및 물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열경화성 고분자재료는 열가소성 고분자재료와 다르게 고분자사슬 

간에 가교결합을 형성한다. 가교결합은 열경화성 고분자재료의 중요한 구조적 

특징 중의 하나로 가교결합의 밀도(가교율)와 구조에 의해서 열경화성 

고분자재료의 거동 및 물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열경화성 고분자재료에 대한 

분자동역학을 수행하는 경우 가교결합을 모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사슬 사이의 가교반응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가교기법을 적용했다. 

본 장에서는 두 종류의 가교기법을 소개하고, 두 기법의 차이점과 각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3.1 에폭시와 경화제의 원자구조 

대표적인 열경화성 고분자재료인 에폭시수지(epoxy resin)는 에폭시와 

에폭시 고분자사슬 사이의 가교결합을 형성하는 경화제(curing agent)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diglycidyl ether of bisphenol F 

(EPON862®)를 에폭시로 선택했으며 triethylenetetramine (TETA®) 를 

경화제로 사용했다. EPON862®와 TETA®의 원자구조와 화학식은 그림 3.1 과 

3.2 와 같다. EPON862®의 경우 두 개의 탄소 원자와 한 개의 산소 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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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에폭사이드기(epoxide group)를 사슬의 양 끝에 

포함하고 있으며, 에폭사이드기 내의 탄소에서 가교결합을 형성한다. TETA®의 

경우 질소 원자로 구성된 아민기(NH, NH2)에서 가교결합을 형성하며, 총 

4 개의 아민기를 포함한다.  

가교결합은 에폭사이드기 내의 탄소 원자와 아민기 내의 질소 원자가 사이에서 

형성된다. 에폭사이드기를 구성하고 있는 2 개의 탄소 원자 중 사슬 끝에 위치한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에폭사이드기의 삼각형 고리가 

깨지게 되고, 이 때 활성기(free radical)를 가지는 탄소 원자를 형성한다(그림 

3.3). 경화제는 아민기 내의 질소 원자에서 수소가 분리되면서 활성기를 가지는 

질소 원자를 형성한다(그림 3.4). 활성기를 가지는 탄소 원자와 질소원자가 

반응하여 가교결합을 생성함으로써 가교반응이 이루어진다. 경화제의 양 끝에 

위치하는 질소 원자의 경우 2 개의 수소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각 2 개의 

활성기를 가질 수 있으며, 사슬 중간에 위치하는 질소 원자의 경우 1 개의 수소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1 개의 활성기를 가질 수 있다. EPON862® 의 경우 양 끝의 

탄소 원자에서 총 2 개의 활성기를 가질 수 있으며, TETA®의 경우 총 6 개의 

활성기를 가질 수 있다. 활성기를 고려한 두 고분자사슬 사이의 가교반응의 

화학량론적 비율(stoichiometric ratio)은 3: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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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교기법  

분자동역학 해석을 통하여 열경화성 고분자재료에 존재하는 가교결합을 

모사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교기법이 개발되어 왔다. 분자동역학에서 적용되고 

있는 가교기법은 크게 몬테카를로 기법 (Monte Carlo method)[48], 근접가교 

기법 (close contact method)[49,50], 대표분자모델 기법 (representative 

molecule method)[51,52,53]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접가교 

기법과 대표분자모델 기법을 적용하여 가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두 

기법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에폭시수지의 가교율은 전체 가교 가능한 에폭사이드기 내의 탄소 원자의 개수 

중에 질소와 가교결합을 형성한 탄소 원자의 비율로 정의한다.  

.

.

No of cross linked carbon
Cross linking ratio

No of cross linking candidated carbon


 


   (3.1) 

에폭시 사슬과 결합하는 경화제의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에폭시 사슬 내의 

가교가능한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가교율을 계산하였다.  

 

3.2.1 에폭시 단위셀   

에폭시수지의 가교반응을 모사하기 위해 가교결합이 고려되지 않은 

에폭시수지를 이용하여 비정질구조(amorphous state)의 단위셀(unit-cell)을 

형성하였다. 단위셀을 구성하기 위해 Material Studio 를 이용하였다. 단위셀은 

EPON862®와 TETA® 사슬이 가교결합 없이 섞여있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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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간의 상호작용력은 COMPASS 포텐셜을 적용하여 정의했다. 초기 구성 시 

단위셀의 밀도는 실험적으로 도출된 값인 1.23g/cm3 으로 설정했다. 구성된 

단위셀에 conjugation gradient 방법론을 적용하여 0K 에서 최소의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 안정화된 에폭시 분자 구조를 도출했다. 상온, 대기압 조건에서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는 에폭시수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300K, 1atm 에서 NVT 

앙상블 (isothermal ensemble)과 NPT 앙상블(isothermal-isobaric 

ensemble)을 총 1nsec 동안 수행하였다. Timestep 은 1fsec 으로 설정하였다. 

가교결합이 수행되지 않은 에폭시 단위셀의 평형상태의 분자구조는 그림 3.5 와 

같다. 사슬 단위로 채색한 단위셀을 보면 가교를 이루지 않은 고분자사슬들이 

셀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2 근접가교 기법(Close contact method) 

가교결합은 강한 상호작용력을 가지는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을 형성하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가교반응을 모사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양자해석 

기법이다. 그러나 현재 계산 자원 하에서 양자해석을 통해 고려할 수 있는 

원자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분자 나노복합재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분자동역학 해석을 이용하여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지 않는 원자들 사이의 

존재하는 비결합력인 반데르발스 힘, 정전기력에 의한 쿨롱 힘 기초하여 

가교반응을 모사해야 한다. 근접가교 기법은 앙상블을 수행하는 동안 가교결합을 

형성하는 탄소원자와 질소원자가 상호작용력으로 인하여 가까워지는 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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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것이다. 평형 상태의 단위셀을 이용하여 유리전이온도 이상의 앙상블을 

수행하여 각각의 원자에 충분한 운동성을 부여함으로써 가교 가능한 탄소 원자와 

질소 원자가 비결합력에 의하여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다. 이후 탄소-질소 

원자쌍 사이의 거리를 모두 검토하여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가교 원자쌍에 

공유결합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 가교반응을 모사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비교적 실제와 가까운 가교반응을 모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 단위셀 

내부의 모든 가교 가능한 원자쌍 사이의 거리를 검토해야 하므로 많은 계산양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근접가교 기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앞 절에서와 같이 

80 개의 EPON862®사슬과 40 개의 TETA® 사슬을 포함한 비정질 단위셀을 

구성하고, 에너지 최소화 과정과 평형과정을 적용했다. 평형 상태의 단위셀에 

500K 에서 NVT 앙상블을 적용하여, 시스템 내의 원자들이 충분한 

운동에너지를 가짐으로써 가교결합을 형성하는 가교 원자쌍(에폭사이드기내의 

탄소와 아민기내의 탄소)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다. 앙상블 수행 후, 그림 

3.6 과 같이 가교 가능한 탄소 원자 중 한 개를 선택한 후, 선택된 탄소 

원자로부터 가교반경 내에 존재하는 가교 가능한 질소 원자와의 거리를 계산한다. 

그 중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질소 원자를 선택하여 가교결합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단위셀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가교 가능한 탄소 원자에 대하여 

수행한 후 변형된 원자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conjugation gradient 를 

적용한 에너지최소화 과정을 수행한다.  



 

31 
 

위에서 설명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한 후 원하는 가교율을 가진 에폭시 수지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 가교반경을 증가시킨 후 동일한 과정을 되풀이한다. 이와 

같은 가교 시뮬레이션은 가교율 혹은 가교반경이 일정수준(해석 전에 정의한 

값)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한다. 실험적으로 원자들 사이에 가교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가교반경은 약 4~10 Å 으로 알려져 있다[54]. 본 연구에서는 초기 

가교반경을 5 Å 으로 설정한 후 1 Å 단위로 증가시키면서 가교반경 10 Å 혹은 

가교율 100% 도달할 때까지 가교반응을 수행하였다. 가교반응의 결과는 그림 

3.7 의 그래프와 같다. 가교반경 5 Å 에서 가교반응을 수행한 결과 가교 가능한 

탄소 원자 160 개 중 총 97 개의 탄소 원자에서 가교결합이 형성되어 약 61%의 

가교율을 가진 에폭시수지를 형성했다. 이 후 가교반경이 10 Å 까지 증가하면서 

가교반응을 수행하였고, 최종적으로 89%의 가교율을 가진 에폭시수지가 

형성되었다.  

 

3.2.3 대표분자모델 기법(Representative molecular 

method) 

근접가교 기법의 경우 정확한 가교반응의 모사가 가능하지만, 많은 계산 

자원이 요구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근접가교 기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가교결합이 고려된 고분자 모델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대표분자모델 

기법을 제시하였다[51]. 대표분자모델 방법은 인위적으로 가교결합 구조를 

가지는 에폭시와 경화제로 구성된 대표분자 (representative molecul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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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단위셀을 구성하는 방법론이다. 대표분자기법은 인위적으로 원하는 

가교율과 가교구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대표분자모델 기법은 

다음과 같다.  

EPON862®사슬과 TETA® 사슬로 구성된 단위셀을 구성하고, 앞 절에서 

사용된 근접가교 과정을 한 번 수행한다. 가교반응의 수행 후, 단위셀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교구조를 조사한다. 가교된 에폭시 사슬의 구조, 가교율 및 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에폭시와 경화제 사슬의 개수가 각각 다르다. 이 중 원하는 

가교구조, 가교율, 그리고 에폭시와 경화제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는 가교된 

에폭시 사슬을 선택하여 대표분자로 정의한다. 이 대표분자를 이용하여 원하는 

크기의 단위셀을 구성하여, 추후의 분자동역학 해석을 수행한다.  

대표분자모델 기법은 에폭시 사슬과 경화제로 단위셀을 구성하고 복잡한 

가교반응을 적용하는 대신 대표분자모델을 이용하여 단위셀을 구성함으로써 

복잡한 일련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단위셀의 경우 

대표분자사슬 내에 존재하는 공유결합만 존재하고 대표분자사슬 사이의 

추가적인 공유결합은 고려하지 않는다. 본 방법을 적용하면 단위셀 내부에 

가교결합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단위셀을 형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등방성 

재료를 구성하는데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가교율을 가지는 여러 개의 

에폭시 단위셀을 구성하는 경우, 모델링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열경화성 고분자재료는 가교반응이 수행될 때 항상 일정한 

가교구조를 형성하지 못하며, 가교결합의 분포 역시 가교반응 마다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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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Bandyopadhyay 등은 가교율 및 가교결합 분포에 따른 재료의 물성을 

분자동역학 해석을 통하여 가교율에 대한 재료의 거동이 크게 변화하지만, 

동일한 가교율에서 가교결합의 분포가 재료의 물성과 거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혀내었다[ 55 ]. 뿐만 아니라 고분자사슬이 얽혀(entangled) 

고분자재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고분자사슬과 고분자사슬 사이에 생성되는 

추가적인 비공유결합으로 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추가적인 비공유결합으로 

인하여 재료의 거동특성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56 ]. 따라서 

고분자사슬의 얽힘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히 길이를 갖는 대표분자모델을 

적용하는 경우, 가교된 에폭시수지가 보이는 거동특성을 충분히 묘사할 수 있다.  

 

3.2.4 대표분자모델 기법 검증 

대표분자모델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근접가교 기법을 적용한 

에폭시수지와 대표분자모델을 적용하여 구성된 두 종류의 에폭시수지를 

형성하고, 물성을 측정하였다. 근접가교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림 3.8(a)와 

같이 12 개의 EPON862® 와 4 개의 TETA® 를 포함하고 있는 가교결합이 

존재하지 않는 단위셀을 구성한 후 에너지최소화 시뮬레이션, 평형 시뮬레이션을 

적용했다. 가교결합을 형성하기 위하여 가교반경을 5Å 조건하에서 근접가교 

기법을 1 회 적용하여 약 50% 가교율을 가지는 에폭시수지를 형성했다.  

대표분자모델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서로 다른 대표분자모델로 구성한 두 개의 

모델을 고려하였다. 그림 3.8(b)의 단위셀은 EPON862® 사슬 3 개와 T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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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 1 개로 구성된 대표분자 A 를 이용하여 구성되었다. 대표분자 A 는 총 

6 개의 가교 가능한 탄소-질소 원자쌍 중에서 3 개의 가교결합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교율은  50% 이다. 그림 3.8(c)의 단위셀은 EPON862® 와 TETA® 

사슬이 각각 9 개 3 개로 구성된 대표분자 B 를 이용하여 구성되었다. 

대표분자 B 의 경우에는 총 18 개의 가교가능한 탄소-질소 원자쌍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11 개의 원자쌍이 가교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61%의 가교율을 

가진 대표분자이다. 세 종류의 단위셀의 구성 정보는 표 3.1 에 제시되어 있다.  

대표분자모델 기법으로 형성된 단위셀의 구조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단위셀의 유리전이온도, 밀도, 영률, 전단계수 및 열전도계수를 측정하였다. 

기계적 물성은 Parrinello-Rahman 섭동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고분자재료의 분자동역학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각 5 번의 반복계산을 수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표 3.2 와 

같다.  

유리전이온도는 cooling-down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평형 

상태의 단위셀을 이용하여 500K 에서 500psec 동안 NPT 앙상블을 수행하여 

밀도를 도출한다. 이 후 10K 씩 온도를 낮춰가며 300K 에 도달할 때까지 각 

온도에서 200psec 동안 NPT 앙상블 수행하면서 각 온도에서의 밀도를 

측정한다. 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를 최소자승법을 통하여 근사하고, 그래프의 

양상이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유리전이온도로 산정한다. 또한 각 온도에서 

원자들의 운동량을 반영할 수 있는 평균이동거리(mean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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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cement)를 측정하여 cooling-down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한 

유리전이온도를 검증하였다. 고분자재료가 유리상에서 고무상으로 바뀌는 

구간에서 원자의 평균이동거리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해당 온도를 

유리전이온도로 산정할 수 있다. 근접가교기법과 대표분자모델 기법을 검증하고, 

각 가교기법을 통한 셀 구성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모델의 기계적물성과 

유리전이온도는 기존의 분자동역학 해석결과[57], 실험결과[58]와 비교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에폭시 재료의 물성이 기존의 물성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각 값은 표 3.2 에 제시되어 있다. 

근접가교기법으로 가교된 단위셀과 대표분자모델 A, B 로 구성된 단위셀의 

열전도계수 역시 기존의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열전도계수는 비평형분자동역학 

해석을 통하여 도출되었으며, 세 번의 반복계산에 대한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에폭시 재료의 열전도계수는 모두 실험적으로 알려진 

에폭시수지의 열전도계수의 범위(0.13~0.2W/mK) 내의 값을 가진다[59, 60].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표분자모델 기법은 기존의 가교기법을 단순화함으로써 

가교반응을 모사하는데 필요한 계산 시간을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열경화성 

고분자사슬 내의 가교구조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열경화성 고분자재료의 물성 

및 거동특성을 잘 모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임을 확인했다. 제안된 

대표분자모델 기법의 타당성 및 효율성이 인정되어, 본 연구자에 의하여 제안된 

이 후 다양한 연구자의 열경화성 고분자재료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61,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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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에폭시와 나노복합재의 가교반응 비교  

강화재를 포함한 복합재에 가교반응을 적용하는 경우, 에폭시 수지의 가교율이 

크게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다[64]. 따라서 나노복합재의 가교반응에 미치는 

입자의 크기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에폭시수지,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서로다른 

4 개의 나노복합재를 구성하여 가교반응을 비교하였다. 나노복합재는 

탄화규소와 에폭시수지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셀 구성은 표 3.3 과 같다.  

가교반응은 근접가교기법을 적용하여 가교반경 5~10Å의 범위에서 

최종가교율 100%의 조건으로 수행했다. 가교반응 과정에서 각 가교반경에서의 

가교반응이 끝난 후, 다음 가교반경에서의 가교반응 전에 가교결합을 형성하지 

않은 탄소-질소 원자쌍이 서로 가까운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500K 에서 

NVT 앙상블을 수행하였다.   

 

3.3.1 에폭시수지의 가교반응  

에폭시수지의 가교반경에 따른 가교 진행률은 그림 3.7 에 있다. 비정질 

구조의 에폭시수지에 가교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결과 5Å 가교반경에서 수행한 

첫 가교반응에서 그림 3.9(a)와 같이 61%의 가교결합이 생성되었다. 그림에서 

가교가 발생한 원자쌍과 그 사이에 생성된 가교결합은 공과 원기둥으로 

표시하였다. 가교반응의 최종 가교반경인 10 Å에서 가교반응을 수행한 후의 

가교결합 구조는 그림 3.9(b)와 같다. 두 그림을 비교해보면 보면 89%로 가교된 

에폭시의 경우 셀 내부에 더 많은 가교결합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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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나노복합재의 가교반응  

나노입자에 의한 나노복합재의 가교반응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에폭시와 

동일한 가교조건에서 근접가교기법을 적용하였다. 가교반경의 범위를 5~10Å 

으로 설정하고, 최종 가교율을 100%로 설정하고 가교반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가교반경에서 더 이상의 가교결합이 생성되지 않을 경우에 가교 시뮬레이션이 

중단된다.  

나노복합재에 가교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는 표 3.4 와 같다.  가교반경이 

증가에 따른 가교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 반경에서 가교율은 나노복합재의 

경우가 에폭시수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에폭시수지가 최종 가교반경인 

10Å 까지 가교반응이 진행된 것과 다르게 나노복합재의 경우 가교반경이 10Å 

이 되기 전에 가교반응이 중단된다. 또한 가교반응이 중단된 시점의 최종 

가교율이 에폭시수지의 경우 89%로 나타났으나, 복합재의 경우 이보다 최종 

가교율을 갖는다. 이와 같은 경향은 나노입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심화되어, 12Å 

의 나노입자를 포함한 복합재는 5Å의 가교반경에서 가교반응이 중단되었으며, 

최종 가교율은 61%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나노복합재 내부의 

나노입자가 사슬간의 상호작용을 방해하여 가교반응을 저하시키며, 이 같은 

현상이 나노입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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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Composition of the cross-linked epoxy unit cells 

 

 Close contact 
model  

Representative 
molecule A 

Representative 
molecule B 

No. of EPON862 12 45 45 

No. of TETA 4 15 15 

No. of  
the representative 

molecule 

- 15 5 

Unit-cell length (Å) 18.02 27.99 27.99 

Density (g/cm3) 1.23 1.23 1.23 

Cross-linking ratio (%) 50 50 61 

 
 
 
 
 
 

Table 3.2 Comparison of properties of the cross-linked epoxy unit-cells 
 

 
Close 

contact 
model 

Representative 
model A 

Representative 
model B 

Simulation 
Result[xiii ] 

Experimetal 
Result[xvi ]

Young`s modulus 
(GPa) 

3.548 3.362 3.16 3.43 3.24 

Shear modulus 
(GPa) 

1.296 1.222 1.14 - - 

Tg (K) 368 388 390 378 378 

λ (W/mK) 0.1504 0.1532 0.1416 - 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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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Composition of epoxy and nanocomposites unit-cells  

 

 No. of 
EPON862

No. of 
TETA 

Particle 
Radius 

(Å) 

Volume 
fraction 

(%) 

Density 
(g/cm3) 

Unit cell 
length 
(Å) 

Amorphous epoxy 80 40 -  1.10 35.97 

Crystalline epoxy 80 40 -  0.84 39.37 

Composites I  40 20 7.10 

5.8 

1.20 29.43 

Composites II 80 40 8.90 1.20 37.04 

Composites III 120 60 10.15 1.20 42.29 

Composites IV 200 100 12.00 1.20 50.14 

 
 
 
 

 
Table 3.4 Cross-linking ratio according  to cross-linking radius 

 

Cross-linking  
radius(Å) 

Epoxy 
Comp.I 

(R=7.1Å) 
Comp.II 

(R=8.9Å) 
Comp.III 

(R=10.15Å) 
Comp.IV 
(R=12Å) 

5 60.6 62.5 67.5 65.8 61.3 

6 68.1 71.2 73.1 74.2 Fail 

7 76.3 80 76.2 79.2  

8 80.6 Fail 80 Fail  

9 83.8  83.1   

10 88.8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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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EPON862® including two epoxide groups of triangular shape 
 

 
 
 
 
 
 
 

 

 
Figure 3.2 TETA® including 4 nitrogen groups (NH, N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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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EPON862® molecule in an active state (carbon in blue) 
 

 
 
 
 
 

 

 
 

 
 

Figure 3.4 TETA® under active state (nitrogen in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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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Atomistic structure of uncross-linked epoxy unit-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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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The schematic diagram of close contact method 

 

rcross

Active carbon Active nitrogen
 

(a) Select a active carbon atom 
 

 
 

(b) Calculate the distances between the active carbon atom and nitrogen 
atoms which are in the cross-linking ratio. Find the closest active atom 

pair and make cross-linking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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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The cross-linking ratio according to cross-linking 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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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Unit-cells of the cross-linked epoxy resin to validate the representative 
molecular model method 

 
(a) Close contact model 

 
(b) Representative model A 

 
(c) Representative mode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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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Cross-linked structure of epoxy resin with 60% and 90% cross-linking 
ratio 

 

 
 

(a) 61% cross-linked epoxy unit cell 
 
 

 
 

(b) 90% cross-linked epoxy uni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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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크기효과를 고려한 나노복합재의 열전도 문제: 분자동역학 해석 

4.1 나노복합재의 열전도해석 개요 

열경화성 고분자재료의 열전도특성은 열가소성 고분자 사슬과는 달리 

열경화성 고분자 사슬의 가교구조 및 가교율에 따라 변한다. 본 연구에서 

나노입자의 크기가 열경화성 고분자재료인 에폭시수지를 기지재료로 하는 

나노복합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나노입자의 크기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기지재료의 물성 등과 같이 나노복합재의 물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제한해야 한다. 기지재료의 물성은 에폭시의 가교구조 및 가교율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두 종류의 가교방법 중 가교구조 및 가교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표분자모델 기법을 사용하여 에폭시수지의 

가교결합을 고려하였다.  

나노입자와 기지재료로 구성된 나노복합재의 열전도 해석에 있어서 

나노입자에 의한 강화효과뿐만 아니라 이종재료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면열저항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계면에서 발생하는 열저항은 Kapitza 에 의하여 발견된 

현상으로 서로 다른 두 재료 사이의 계면, grain boundary 등 구조적인 연속성이 

결여된 계면에서 발생하는 열전도 저하 현상이다. 열전도 현상의 포논이 매질을 

통하여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포논의 이동 속도가 열전도 특성을 

결정한다. 나노복합재와 같은 이종재료의 경우 두 재료 표면의 상호작용력에 

의하여 두 재료 사이에 일정 거리를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데, 두 재료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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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질이 없는 공간에서 포논의 산란, 반사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포논의 이동이 

제한된다. 이로 인하여 계면에서 온도의 불연속성이 발생한다. 이를 

Kapitza 열저항현상이라고 한다. 열저항은 모든 이종재료의 계면에 존재하고 

있는데, 입자의 크기가 큰 복합재료의 경우 체적 대비 계면의 표면적의 비율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관계로 나노복합재의 유효열전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그러나 체적 대비 계면의 표면적이 커지는 나노복합재의 경우 

계면에서의 열저항이 나노복합재의 유효열전도율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나노입자에 의한 열전도특성 강화효과와 함께 계면열저항에 의한 

열전도특성 저하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나노복합재의 열전도특성을 해석하였다.   

 
4.2 나노복합재 원자구조  

나노입자의 크기에 의한 고분자 나노복합재의 열전도특성 변화를 도출하기 

위하여 구형의 탄화규소(silicon carbide, SiC) 나노입자와 가교결합이 고려된 

에폭시를 강화입자와 기지재료로 사용한 나노복합재 단위셀을 구성하였다. 

에폭시 기지재료의 가교구조로부터 발생하는 열전도특성의 변화를 제한하기 

위하여 에폭시 기지재료는 대표분자모델 기법을 적용하여 9 개의 EPON862® 

사슬과 3 개의 TETA®사슬이 61%의 가교율로 가교결합이 형성된 에폭시 

사슬인 대표분자 B 를 이용하여 구성했다. 나노복합재의 열전도특성에서 

나타나는 나노입자의 크기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반경이 5.18Å에서 16Å까지 

변하는 8 개의 구형의 나노입자를 준비했다. 나노입자는 탄화규소 덩어리(bu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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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를 구성한 후 구형으로 깎아서 준비하였으며, 절단된 표면에 특별한 

표면처리는 고려하지 않았다. 에폭시 대표분자모델과 탄화규소 나노입자는 그림 

4.1 과 같다. 등방성이 단위셀을 구성하기 위하여 에폭시 기지재료를 

비정질구조로 형성하였으며, 강화재로 포함된 실리콘 가바이드 나노입자를 

단위셀의 중앙에 배치하였다. 모든 단위셀의 밀도는 1.23g/cm3, 나노입자의 

체적 비율은 5.8%로 고정하였다. 단위셀의 자세한 구성 정보는 표 4.1 에 

표기되어 있다. 단위셀의 구성은 Material Studio 의 amorphous tools 을 

통하여 구성되었으며, 원자들간의 상호작용을 모사하기 위하여 PCFF 포텐셜을 

적용하였다.  

 

4.3 나노복합재의 열전도특성  

4.3.1 비평형분자동역학 해석 방법 

구성된 나노복합재 단위셀은 conjugation gradient 방법론을 이용하여 

안정화되었다. 이 후 300K 에서 `300psec 동안 NVT 앙상블을 수행하여 

평형상태를 도출하였다. 앙상블이 수행되는 동안 Andersen 

정온기(thermostat)[65]를 적용하여 온도에 의한 외부 효과를 조절하였다. 

평형 상태의 셀에 NVE 앙상블 적용하여 1fsec 의 timestep 으로 300psec 동안 

비평형분자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매 timestep 마다 낮은온도영역과 

높은온도영역으로 가정된 평판에 0.008kcal/mol 의 에너지를 추가, 제거 했다. 

열전도특성은 사슬의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비정질의 기지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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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했을지라도 셀 내부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방성 구조를 보완을 위하여 x, y, 

z 세 방향에 대한 열전도계수를 측정하고 그 평균값으로 최종 열전도계수를 

도출했다.  

 

4.3.2 비평형분자동역학 해석 결과 

비평형분자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여 도출된 나노복합재의 열전도계수는 표 

4.1 에 표기되어 있으며, 그림 4.2 의 그래프와 같다. 열전도계수의 평균값을 

표준편차와 함께 제시하였다. 동일한 조건에서 비평형분자동역학 해석을 

적용하여 구한 순수한 에폭시수지의 열전도율은 0.142W/mK 로, 그래프에 

붉은색 선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복합재료의 열전도율, 

0.1677W/mK 을 초록색 선으로 표기하였다. 유효계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복합재료의 물성을 예측하기 위해 미시역학에 기반한 Mori-Tanaka 

모델을 사용하였다. [66].  

열전도율은 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0.1182W/mK 에서 0.2332 

W/mK 으로 증가한다. 특히 입자의 반경이 5.18Å, 7.57Å인 경우에는 높은 

열전도특성을 보이는 탄화규소 나노입자가 포함되었음에도 에폭시수지의 

열전도율보다 낮은 값이 도출되었다. 이는 입자와 기지재료 사이의 계면 

열저항의 영향이 극대화 되면서 발생한 결과이다.  

그림 4.3 의 나노복합재 원자구조를 살펴보면, 탄화규소 입자와 기지재료 

사이에 원자가 없는 계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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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itza 계면이라고 정의한다. Kapitza 계면은 나노입자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방향으로 밀도 분포를 분석한 그림 4.4 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밀도분석을 통해 도출한 Kapitza 계면의 두께는 약 2.18Å으로, 계면의 두께는 

두 재료 사이의 반데르발스 상호작용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값으로 입자의 크기와 

무관하게 일정한 값으로 유지된다. 즉, 입자의 크기가 변하게 되면, 복합재에서 

차지하는 Kapitza 계면의 체적비율이 변한다. 탄화규소 입자 반경에 따른 

Kapitza 계면의 체적분율은 그림 4.5 와 같이 변한다. 나노입자의 반경이 9Å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계면의 체적비율이 나노입자의 체적비율, 5.8%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입자에 의한 강화효과보다 계면의 열저항효과가 더 

지배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계면의 체적비율이 

감소하면서, 계면의 열저항효과가 감소한다. 따라서 입자의 크기 증가에 따른 

열저항 효과의 감소효과로 인하여 나노복합재의 유효열전도율의 증가한다. 

나노입자의 반경이 9Å 이상인 나노복합재의 열전도율은 Mori-Tanaka 

결과보다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노복합재가 마이크로 이상 크기의 

입자를 포함한 복합재의 유효열전도율 보다 높은 열전도율을 가지는 이유는 

나노입자 주변의 기지재료가 높은 밀도로 흡착되어 발생하는 유효계면에 의한 

결과이다. 그림 4.3 과 4.4 에 나타난 기지재료의 밀도 분포를 살펴보면 입자 

주변의 기지재료의 밀도가 기지재료의 평균 밀도에 비하여 월등이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노입자와 기지재료 사이의 상호작용력으로 

인하여 나노입자 주변의 고분자사슬이 입자 주위에 감싸면서 밀집되는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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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의 고분자사슬은 입자 주변의 에폭시의 열전도특성을 향상시킨다. 

열전도현상은 원자들의 진동으로 인하여 포논이 이동하면서 발생한다. 매질의 

밀도 증가는 재료 내부에 존재하는 자유체적을 감소함으로써 사슬과 사슬 사이의 

거리를 감소함으로써 포논의 이동을 가속하여 높은 열전도율을 도출한다.  

에폭시수지의 밀도에 대한 열전도율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기지재료를 

구성한 동일한 에폭시 사슬인, 61%로 가교된 에폭시 대표분자모델 B 를 

이용하여 초기밀도 1.4 g/cm3 (평형 후 밀도:1.086), 1.8 g/cm3 (평형 후 

밀도:1.094) 인 에폭시 단위셀을 구성하여 열전도율을 측정하였다. 각 모델의 

열전도율은 0.132, 0.157W/mK 으로 미세한 밀도 변화에도 열전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노입자 주변의 밀집된 기지재료에 의한 물성 

증가현상은 열전도특성뿐만 아니라 기계적 물성, 열탄성물성 등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하여 나노입자에 의한 크기효과가 발생한다[7,8,48]. 본 

모델의 경우 나노입자 주변의 밀도가 2.0g/cm 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자 주변의 밀집된 기지재료 층에 의한 강화효과로 인하여 나노복합재의 

열전도율이 일반적인 복합재의 열전도율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값을 보인다. 

반경 9Å 나노입자를 포함한 복합재는 큰 표준편차는 해당 사슬에서 

고분자사슬이 이웃 입자와 흡착하여 회전반경의 증가하고 동시에 나노복합재의 

등방성구조가 와해되어 발생한 현상이다. 해당 셀의 경우 구조적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총 6 번의 열전도 해석을 수행하여 평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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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Kapitza 계면의 열저항효과 규명  

4.4.1 에폭시/탄화규소 적층 복합재 모델  

나노복합재의 입자와 기지재료 사이의 계면에서의 열저항을 규명하기 위해서 

나노입자의 재료인 탄화규소와 기지재료로 사용된 에폭시수지가 적층된 모델을 

구성하였다. 적층 모델에 포함된 에폭시수지는 사슬의 방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비정질구조로 구성되었다. 적층모델의 원자모델은 그림 4.6 에 묘사되어 있다. 

나노복합재 단위셀과 동일하게 적층모델의 경우에도 탄화규소 층과 에폭시수지 

층 사이의 계면에 특별한 표면처리는 고려되지 않았다. 원자들의 상호작용을 

모사하기 위하여 나노복합재와 동일한 PCFF 포텐셜을 적용하였으며, 모든 

방향으로 주기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적층모델을 구성한 후 conjugation gradient 방법론을 적용하여 에너지 

최소화 과정을 수행한 후, 평형상태를 도출하기 위하여 300K 에서 300psec 

동안 NVT 앙상블을 수행하였다. 평형상태의 셀의 원자 구조 분석을 통하여 그림 

4.6(b)와 같이 계면에 미세한 공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탄화규소와 

에폭시수지 표면원자들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계면의 두께를 계산하였다. 각 

층의 계면의 원자들의 평균 거리는 약 2.18Å이다. 계면의 두께는 원자들 사이의 

반데르발스 힘, 쿨롱 힘에 의하여 결정되는 물질 고유한 값으로 구형의 탄화규소 

입자를 포함한 나노복합재와 동일한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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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Kapitza 계면의 열전도율 측정 

  평형을 이룬 상태의 적층모델에 비평형분자동역학 해석을 적용하여 계면의 

열저항을 측정할 수 있다. 셀에 적용된 주기경계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모델 

역시 길이 방향으로 50 개의 얇은 평판으로 나누었다. 운동에너지를 추가 및 

제거하는 평판은 나노복합재 모델과 달리 탄화규소 층과 에폭시 층의 중간에 

위치한 평판을 각각 낮은온도평판과 높은온도평판으로 정의하였다. 300ps 의 

NVE 앙상블을 수행하면서 비평형분자동역학 방법을 적용하여 계면에서의 

열전도율을 계산하였다. 이 때, 열유속 값은 3.6065GW/m2 을 사용했다.  

  비평형분자동역학 적용 후 적층모델 단위셀 내부의 온도 분포는 그림 4.7 과 

같다. 그래프에서 왼쪽 영역(1~16 번째 평판)이 탄화규소 층의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오른쪽 영역(18~50 번째 평판이 에폭시 층의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가운데 17 번째 평판 두 층 사이의 계면에 해당한다. 그래프를 보면 계면에서 

온도 분포의 불연속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계면의 

열저항을 확인할 수 있다. 열전도율은 계면의 두께, it 와 계면의 온도차이, iT 를 

아래식에 적용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q
i

i i

J

t T
 


                                       (3.3) 

분자동역학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총 세 번의 반복해석을 수행한 

후 평균값을 이용하여 계면의 열전도율을 계산하였다. 도출된 열전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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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9W/mK 으로 연속성이 부여된 재료의 열전도율에 비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4.5 결론 

  표면처리를 수행하지 않은 나노입자를 포함한 고분자 나노복합재를 구성하면, 

나노입자와 기기재료 사이의 존재하는 반데르발스 상호작용력에 의하여 원자가 

존재하지 않는 Kapitza 계면이 발생한다. Kapitza 계면의 체적은 

나노복합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나노입자의 강화효과를 상쇄한다. 

동시에 나노입자와 기지재료의 강한 상호작용력에 의해 생성되는 유효계면으로 

인하여 나노입자 자체의 높은 열전도특성으로 인한 강화효과와 더불어 높은 

밀도의 유효계면으로 인한 추가의 열전도 강화현상이 발생한다. 나노복합재의 

열전도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효과의 영향력은 나노입자의 크기에 따라 

변하게 된다. 나노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나노복합재의 유효열전도계수가 

증가하는 크기효과가 발생한다. 나노복합재의 열전도특성은 강화재, 

기지재료뿐만 아니라 Kapitza 열저항, 유효계면의 강화효과에 의하여 결정되는 

값이다. 따라서 나노복합재를 설계, 제작하는 경우에 Kapitza 계면과 유효계면에 

의한 크기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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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Material composition of nanocomposites unit cell 
 

SiC particle Epoxy Nanocomposites 

Radius 
Volume 

fraction(%) 
No. representative 

molecule 
Unit-cell 
length(Å) 

Thermal 
conductivity

(W/mK) 

5.18 

5.8 

2  21.57 0.1182 

7.54 6  31.40 0.1376 

9.00 10  37.32 0.1742 

10.9 18  45.38 0.1844 

11.6 22  48.41 0.1968 

13.0 31  54.29 0.2132 

14.0 38  58.19 0.1981 

16.0 57  66.63 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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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Molecular structure of SiC nanoparticle, cross-linked epoxy 
representative molecule and nanocomposites unit cell 

 

    
 

(a) SiC nanoparticle 
 

 
(b) Cross-linked epoxy representative molecule 

 
 

 
 
(c) Nanocomposites unit cell duplicated to the Y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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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Thermal conductivity of nanocomposites according to the particle 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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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Radial density distribution of matrix and nanoparticle 

 

 

 
 

Figure 4.3 Kapitza interface of SiC/epoxy nano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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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Change of volume fraction of Kapitza interface region according to the 
particle 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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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Layered composites model for Kapitza interfacial thermal resistance 
 

 

 

 

 
 

(a) Layered composite structure for Kapitza resistance 
 
 

 
 

(b) Interface gap between SiC and epoxy (2.18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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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layered composites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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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크기효과를 고려한 나노복합재의 열전도 문제: 미시역학 모델 

5.1 미시역학 개요 

대표적인 미시역학 해석 모델인 Mori-Tanaka 모델은 나노입자와 기지재료의 

2 상으로 구성된 복합재를 가정하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Kapitza 계면 및 유효계면의 변화로부터 유도되는 크기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미시역학을 이용하여 나노복합재의 열전도 거동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지재료, 나노입자 뿐만 포논의 산란 및 반사에 의한 열저항이 

발생하는 Kapitza 계면, 나노입자와 기지재료 사이의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 높은 

밀도로 형성된 기지재료 영역인 유효계면(effective interphase)도 고려해야 

한다. Dunn 과 Taya 는 계면의 열저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Kapitza 계면을 매우 

얇은 두께를 가지는 나노입자의 코팅층으로 가정하여 미시역학 해석을 

수행하였다[67]. 이 경우 입자의 크기 변화로 인한 Kapitza 계면의 체적변화와 

유효계면에 의한 강화효과의 변화로부터 유도되는 나노입자의 크기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미시역학 해석을 통하여 나노 입자의 크기효과를 

모사하기 위해서는 Kapitza 계면과 유효계면을 고려한 다중입자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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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중입자 모델  

나노입자에 의한 열전도의 크기효과를 반영한 미시역학 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Kapitza 계면, 유효계면뿐만 아니라 체적분율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임의의 강성을 가진 무한영역(infinite medium)을 추가로 고려한 다중입자 

모델(multi-inclusion model)을 도입했다. 다중입자 모델은 그림 5.1 과 같이 

나노입자, Kapitza 계면, 유효계면, 기기재료의 네 상으로 구성된 복합재 모델이 

임의의 강성을 가진 무한영역으로 둘러 쌓인 다층 구조로 가정된다. 다중입자 

모델에서 평형상태의 나노복합재의 유효열전도계수, compK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comp inf p p K K i i m m

1

p p K K i i m m

: : :

:

f f f f

f f f f


       

     

K K I S I Φ Φ Φ Φ

I S Φ Φ Φ Φ
 (5.1)  

여기에서 infK 는 유효영역의 열전도계수를 의미하며, rf 의 r 번째 상의 

체적분율을 의미한다. 위 식에서 사용된 하첨자 p, K, i, m 은 각각 나노입자, 

Kapitza 계면, 유효계면, 기지재료에 해당하는 상을 나타낸다. I 는  단위행렬을 

의미하고, S는 Hatta 와 Taya[70]에 의해 정의된 구형의 입자에 대한 Eshelby 

텐서를 의미한다. 이차 텐서인 rΦ 는 나노복합재의 전체 온도구배에 대한 r 번째 

상의 온도구배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는 값으로 아래의 식과 같이 정의된다.  

 
11

r inf r inf:
    Φ K K K S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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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영역을 포함한 다중입자 모델은 무한영역의 물성을 조절하여 입자의 

체적분율에 의한 나노복합재의 유효물성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자의 체적분율이 높은 경우, 입자와 입자와의 상호작용 및 유효계면의 변화로 

인하여 나노복합재의 열전도특성이 증가한다. 이 경우 무한 영역의 열전도계수를 

열전도계수가 가장 높은 상의 물성으로 가정함으로써 나노복합재가 가질 수 있는 

상한값(upper bound)의 예측이 가능하다. 반면, 입자의 체적분율이 낮으면 

입자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열전도 강화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열전도계수가 가장 낮은 상의 물성을 무한영역의 열전도계수로 가정함으로써 

하한값(lower bound)을 산정할 수 있다. 본 모델에서는 가장 낮은 열전도계수를 

가지는 Kapitza 계면의 열전도계수값을 무한영역의 열전도계수 값으로 정의했다. 

무한영역을 도입하여 산정한 나노복합재의 열전도율에 대한 상한값과 하한값의 

범위는 Hashin-Shtrikman[71]이 가정한 완전 결합으로 구성된 다중모델에 

대한 상한값, 하한값의 범위와 동일하다.  

식 (5.1)에 적용된 값 중 유효계면의 열전도계수와 체적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분자동역학 해석 결과로부터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 Kapitza 계면에 

대한 열전도계수와 체적비는 4 장에 제시된 탄화규소/에폭시의 적층복합재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다. 다층모델에서 계산한 계면에서의 두께와 나노복합재 

모델에서의 Kapitza 계면의 두께가 동일하므로, 다층모델의 분자동역학 해석을 

통하여 도출한 계면의 두께를 이용하여 Kapitza 계면의 체적비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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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유효계면의 열전도계수 및 체적분율 계산 

미시역학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자동역학 해석 결과를 이용한다. 그러나 

분자동역학 해석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없는 유효계면의 열전도계수와 

체적분율은 추가적인 계산을 통하여 도출한다. 유효계면의 체적분율의 경우 

기지재료를 구성하는 고분자재료의 밀도 분석를 통하여 예측 가능하다. 

나노입자의 표면으로부터 방사 방향으로 기지재료의 밀도를 도출한 

결과(그림 4.3 과 4.4)를 보면 나노입자와 기지재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입자 주위에서 고분자재료가 높은 밀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높은 

밀도를 가지는 영역을 포함한 일정부분의 기지재료 까지를 유효계면으로 

가정한다. 유효계면의 두께를 정의하는 방법은 기계적 물성, 열탄성 물성을 

예측하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유효계면의 두께를 통하여 체적비율을 정의한 후, 유효계면의 열전도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식(5.1)과 (5.2)를 이용한다. 유효계면의 열전도계수를 제외한 

나머지 물성을 모두 알고 있으므로 식 (5.1)을 유효계면의 열전도계수에 대한 

식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1
1 1 1

i inf i inf compf


        K K I B K K S S I S                        (5.3) 

  
 

p p k k m m

1
inf comp p p k k m m

f f f

f f f

    

     

B I S I Φ Φ Φ

K K I S Φ Φ Φ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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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나노복합재의 유효열전도계수, compK 는 분자동역학 해석 결과로부터 

정의할 수 있으며, 무한영역의 열전도계수, infK 는 나노복합재의 유효열전도계수, 

compK 와 동일하게 정의한다. 위의 식을 이용하여 유효계면의 열전도계수를 

결정한 후, 식 (5.1)을 이용하여 나노복합재의 유효열전율을 도출한다.  

  

5.4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유효계면의 물성 검증 

나노복합재 열전도특성에서 발생하는 나노입자의 크기효과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효과 아닌 입자의 크기가 나노미터 수준으로 작아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독특한 현상이다. 미시역학 해석을 통하여 도출한 유효계면의 물성을 

검증하고, 나노복합재의 유효 열전도물성 해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Kapitza 

열저항 효과와 유효계면의 강화 효과가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FEA)을 수행했다.  

유한요소모델은 그림 5.2 와 같이 나노입자, Kapitza 계면, 유효계면, 

기지재료의 4 상으로 구성하였으며, 나노입자, Kapitza 계면, 기지재료의 물성은 

분자동역학 해설 결과로 정의하였다. 유효계면의 물성은 식(5.3)를 통해 도출된 

값으로 정의하였다. 평형상태에서의 유효 열전도계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열유동이 발생하는 방향(z-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은 단열상태로 

가정하였다. 계산 효율을 위하여 그림 5.2 과 같이 정육면체 가운데 입자를 

포함한 나노복합재 모델에 대한 1/4 모델을 이용하였다. 해석 모델 내부에 

온도구배를 가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68 
 

0

0

( , ,0)

( , , )

T x y T

q x y L q




.                                                            (5.5) 

평균 온도구배는 경계(z=L)에 위치한 노드의 온도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도출된 

온도구배를 푸리에 법칙(Fourier's law)에 적용하여 나노복합재의 

유효열전도계수를 계산한다. 각 모델의 유효계면의 열전도계수를 계산할 수,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입자의 반지름에 따른 유효계면의 열전도계수를 묘사할 

수 있는 함수를 도출한다. 분자동역학 해석 결과에 기반한 미시역학 모델은 특정 

크기의 입자를 포함한 나노복합재의 열전도계수만 예측가능하다. 반면 

유한요소방법을 적용하여 입자의 반지름 변화에 따른 연속적인 유효계면의 

열전도계수를 예측하는 경우, 다양한 크기의 나노입자를 포함한 복합재의 계면의 

물성 도출이 가능하다.  

 

5.5 미시역학 해석 결과 

5.5.1 유효계면의 두께와 열전도계수 

유효계면과 Kapitza 계면의 두께, 체적비율 및 열전도계수는 표 5.1 에 

제시되어 있다.  유효계면과 Kapitza 계면을 포함한 총 계면의 두께는 입자의 

반경과 무관하게 약 7Å 이다. 따라서 총 계면의 두께를 7Å으로 가정하고 

산정한 입자 크기에 따른 유효계면의 두께는 4.8Å 내외로 입자의 크기에 따라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유효계면의 열전도계수를 보면 입자 반경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다. 나노복합재의 유효열전도계수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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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itza 계면의 체적분율은 입자의 반지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더불어 유효열전도계수를 강화시키는 유효계면의 체적분율 역시 입자의 

반지름에 따라 감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노복합재의 유효열전도계수는 

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하여 유효계면의 

열전도계수의 증가가 나노복합재의 유효열전도계수 변화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시역학 해석 결과의 주목할만한 또 다른 결과는 첫 번째, 두 번째로 작은 

나노입자를 포함한 나노복합재의 유효계면의 열전도계수가 에폭시수지의 

열전도계수보다 낮게 도출된 점이다. 4 장의 분자동역학 해석을 살펴보면 

고분자재료의 열전도계수는 밀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밀도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작은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나노복합재 역시 유효계면의 밀도가 

주변의 기지재료에 비하여 높게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전도계수가 낮게 

도출되었다. 상반된 경향이 도출된 것은 Kapitza 계면의 영향이 매우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식(5.3)와 (5.4)을 통하여 유효열전도계수를 구할 때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무한영역의 물성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식 (5.3)와 (5.4)을 이용하여 유효계면의 열전도계수를 구할 때, 무한영역의 

열전도계수를 낮게 설정하면 유효계면의 열전도계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열저항 

효과가 극대화되어 나노복합재의 유효열전도계수가 감소할 경우, 무한영역의 

열전도계수를 Kapitza 계면의 열전도계수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를 적용하여 

유효계면의 물성을 구하면 입자의 반지름이 5.18Å인 경우 0.146W/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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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Å인 경우 0.181W/mK 으로 에폭시수지의 열전도계수보다 높은값이 

도출된다. 즉, 분자동역학으로부터 얻은 유효열전도계수가 에폭시수지의 

열전도계수보다 낮은 나노복합재 모델의 경우 미시역학 모델을 적용할 때 

하한값으로 산정해야 한다.  

 

5.5.2 분자동역학 해석과 미시역학 해석의 비교 

   식(5.3)와 (5.4)을 통하여 구한 유효계면의 열전도계수 값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유효계면의 열전도계수를 나노입자의 반지름, pr  로 정의한 근사함수, 

 int 0.0109exp 0.3218 pK r  를 도출하였다. 이것을 미시역학 모델, 식(5.1)에 

적용하여 나노입자의 크기 변화에 의한 유효열전도계수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도출하였다. 미시역학 해석 결과와 강화입자-기지재료 2 상으로 구성된 Mori-

Tanaka 해석결과, 분자동역학 해석 결과를 그림 5.3 에 비교했다. 본 장에서 

제안한 미시역학 해석 모델은 Kapitza 열저항 효과와 유효계면의 열전도 

강화효과를 고려함으로써 나노입자의 크기에 따른 열전도특성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했으며, 그 결과는 분자동역학 해석 결과와 잘 일치한다.  

제안된 미시역학 모델을 통하여 입자의 크기와 체적분율이 변하는 다양한 

조성의 나노복합재에 대한 열전도특성 변화를 예측한 결과를 그림 5.4 에 

나타냈다. 나노입자의 반지름이 8Å 이상인 경우, 입자의 체적비가 상승함에 

따라 나노복합재의 유효열전도계수가 증가한다. 그러나 입자의 크기가 8Å 보다 

작은 경우에 나노입자의 체적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복합재의 열전도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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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된다. 입자의 크기를 고정한 상태에서 입자의 체적비를 증가시키면 Kapitza 

계면의 체적비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입자의 크기가 작아 Kapitza 

열저항 효과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입자의 체적비가 증가함에 

따라 나노복합재의 유효열전도계수가 저하된다.  

 

5.5.3 결과: 유효계면 물성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결과 

유효계면을 포함한 유한요소모델링을 통해 입자의 크기효과가 고려한 

나노복합재의 열전도계수에 대한 연속체 해석을 수행했다. 표 5.2 에 표기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보면 분자동역학 해석 결과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유효계면의 열전도계수에 대한 정확한 값의 도출을 위해서는 무한영역의 

열전도계수를 수정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크기가 작은 입자 2 개에 

대해서 무한영역의 열전도계수를 낮은 값으로 수정한 후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면, 두 나노복합재의 열전도계수는 각각 0.1227, 0.1323W/mK 으로 

도출된다. 이는 표 5.2 에 제시된 유한요소 해석 결과보다 분자동역학 결과에 더 

근접한 값이다. 나머지 모델의 경우, 무한영역의 물성을 더 높은값으로 수정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면 본 결과보다 분자동역학 해석 결과에 근접하게 상승한 

열전도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  

나노입자의 크기효과에 의한 물성변화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무한영역의 열전도계수를 inf compDK K 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이 식에서 D 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열저항 및 유효계면의 강화효과의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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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매개변수이다. 입자의 크기가 큰 시스템에서 D  값은 

1 보다 큰 값으로 선정하며, 입자의 크기가 작아서 열저항 효과가 지배적인 

시스템에서는 1 보다 작은값을 선정함으로써 더 정확한 유한요소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5.6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를 통해 정립된 미시역학 모델을 통하여 Kapitza 계면 및 유효계면의 

물성과 두께를 변화시킨 나노복합재의 열전도특성을 예측함으로써 각 계면의 

특성이 복합재의 유효열전도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다. 

  

5.6.1 유효계면 효과  

유효계면의 두께에 대한 나노복합재의 열전도특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입자의 반지름과 체적을 각각 10Å, 6%로 고정하고, Kapitza 계면의 두께와 

열전도율은 3Å, 0.01W/mK 으로 고정한 채 복합재의 유효열전도계수를 

계산하였다. 그림 5.5 의 그래프와 같이 유효계면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나노복합재의 유효열전도계수가 증가한다. 또한 유효계면의 열전도계수가 

클수록 유효계면의 두께에 따른 유효 열전도계수 증가 경향성이 강화된다. 즉, 

나노복합재 형성 시 기지재료의 구조를 조정하여 입자 주변의 유효계면에 

해당하는 고분자재료의 밀도를 증가시키거나, 유효계면의 두께를 증가시킬 경우 

동일한 크기 및 체적비 하에서 나노입자에 의한 물성강화 효과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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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Kapitza 계면 효과  

5.6.1 절과 비슷하게 유효계면의 물성 및 두께를 고정하고 Kapitza 계면의 

두께를 바꾸면서 복합재의 유효열전도계수를 예측하였다. 유효계면의 두께를 

5Å, 열전도율을 0.3W/mK 으로 고정하고 Kapitza 계면 두께에 따른 

열전도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Kapitza 계면의 열전도율이 0.04W/mK 보다 

낮은 경우 계면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유효열전도계수가 감소한다. 즉, 

열전도율이 낮은 Kapitza 계면은 복합재의 열전도특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 0.05W/mK 이상일 경우 계면 두께에 비례하여 유효열전도계수가 

증가한다. 이 같은 결과는 Kapitza 계면의 열전도율이 에폭시 기지재료에 비해 

훨씬 낮은 값을 갖더라도, 그 값이 일정수준 이상이 될 경우 Kapitza 계면이 

복합재의 열전도특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노복합재를 구성할 

때, 입자와 기지재료 사이의 표면처리를 통하여 입자와 기지재료 사이의 Kapitza 

계면의 열전도율을 조금만 상승시켜도 나노복합재의 유효열전도특성이 크게 

향상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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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Thermal conductivity and interface properties according to particle size 
 

Radius 
(Å) 

Kapitza Interface Effective Interface 

Thickness 
(Å) 

Volume 
fraction 

Thermal 
conductivity

(W/mK) 

Thickness
(Å) 

Volume 
fraction 

Thermal 
conductivity

(W/mK) 

5.18 

2.18 

0.108 

0.0199 

4.99 0.587 0.102 

7.54 0.066 4.63 0.292 0.093 

9.00 0.054 5.17 0.217 0.195 

10.9 0.042 4.47 0.157 0.268 

11.6 0.039 4.87 0.141 0.390 

13.0 0.034 5.54 0.118 0.733 

14.0 0.032 5.17 0.107 0.528 

16.0 0.027 3.57 0.087 4.37 

 
 
 
 
 
Table 5.2 Comparison of the thermal conductivity of nanocomposites obtained from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and finite element analysis. 
 

Radius(Å) MD FEA 

5.18 0.1182 0.1050 

7.54 0.1376 0.1190 

9.00 0.1742 0.1452 

10.9 0.1844 0.1563 

11.6 0.1968 0.1666 

13.0 0.2132 0.1816 

14.0 0.1981 0.1695 

16.0 0.2332 0.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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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Schematic of multi-inclusion model consists of particle, Kapitza interface, 
effective interphase, matrix and infinite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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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Representative volume element of the nanocomposites unit cell generated 
for the finite element analysis of the stead state heat transfer 

 

(a) Two dimensional view of the symmetric domain decomposition 

 

 (b) FEA model with tetragonal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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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Comparison of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of nanocomposites obtained 
from MD simulations, the Mori-Tanaka model, and the proposed bridg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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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Thermal conductivity of the nanocomposites at various particle radii and 
volume fractions obtained from the proposed bridg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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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 Variation of the overall thermal conductivity of nanocomposites at 
various thicknesses, and conductivity of the effective inter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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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 Variation of the overall thermal conductivity of nanocomposites at 
various thickness and conductivity of the Kapitza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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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장하중에 의한 열전도 특성 변화 

6.1 개요  

 일반적으로 고분자재료는 반도체재료 및 금속재료에 비하여 낮은 

열전도특성을 보인다. 최근 반도체재료 등에서 높은 열전도특성을 보이는 

고분자재료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고분자재료의 열전도특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카본나노튜브, 금속나노입자 등의 

고전도성 나노재료를 추가하여 나노복합재를 형성하는 방법이다[72,73]. 다른 

방법으로는 고분자재료에 인장을 부여함으로써 고분자사슬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여 열전도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다. 고분자재료에 특정방향으로 

인장하중을 가하는 경우, 비정질 상태의 고분자사슬들이 하중이 부여된 방향으로 

재배열되면서 결정성 구조(crystalline structure)로 변한다. Swartz, Pollack, 

Stenvens 등은 실험을 통하여 인장하중이 부여되는 경우 하중 부여 방향으로 

열전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74,75,76].  

열전도율은 포논의 이동 속도로 결정되는데 고분자사슬이 비규칙적으로 

얽혀있는 고분자재료는 낮은 열전도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성 고분자재료의 열전도특성은 크게 향상된다. 단일 사슬의 열전도율은 

비정질구조의 고분자재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열전도율을 갖는다. Henry 와 

Chen 에 의하여 단일 사슬로 구성된 폴리에틸렌의 열전도율이 측정한 결과 

100W/mK 의 높은 열전도율이 도출되었다[ 77 ]. 이 값을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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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의 열전도율의 수백 배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와 같은 결과는 

단일사슬 내에서 열전도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 사슬 내의 

높은 열전도특성은 사슬 분자량 증가[ 78 ]와 고분자사슬의 결정성 

증가[79,80]에 따른 고분자재료의 열전도계수를 증가현상을 유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에폭시수지에 인장하중이 부여되는 경우 열전도특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열경화성 고분자재료인 에폭시수지의 가교율이 인장 변형 및 

인장변형에 따른 열전도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또한 강화입자가 

인장하중이 부여된 고분자사슬의 구조 변화 및 열전도특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  

 

6.2 모델 구성과 평형 시뮬레이션  

6.2.1 비정질 에폭시수지 

모델은 크게 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에폭시수지와 탄화규소 나노입자를 

포함한 나노복합재로 분류된다. 에폭시수지는 에폭시 사슬로 EPON862®를 

경화제로 TETA®를 선택하였다. 가교 반응을 적용하기 전에 에폭시와 경화제가 

각각 80 사슬, 40 사슬로 이루어진 정육면체 단위셀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에폭시수지의 경우 비정질 상태이며, 에폭시 사슬과 경화제 사슬 사이에 

가교결합은 고려하지 않았다. 초기 단위셀의 밀도는 1.1g/cm3 으로 

설정하였으며, conjugation gradient 방법론을 적용하여 단위셀의 초기 

에너지를 최소화하였다. 단위셀의 구성과 에너지최소화는 Material Studio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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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수행했으며, PCFF 포텐셜을 적용했다. 에너지 최소화과정이 수행된 

단위셀에 NVT, NPT 앙상블을 적용하여 평형상태를 도출하였다. NVT 

앙상블은 300K 에서 200psec 동안 수행되었으며, 이후 동일한 온도에서 

1atm 의 압력조건을 부여하고 800psec 동안 NPT 앙상블을 수행하였다. 총 

1nsec 동안의 평형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실온, 대기압 조건에서 안정화된 

단위셀을 도출하였다. 평형 시뮬레이션은 LAMMPS 통하여 수행되었다. 

 

6.2.2 결정성 에폭시수지 

비정질 에폭시수지의 구조적특성 및 열전도특성의 비교를 위하여 

고분자사슬이 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결정성 에폭시수지 단위셀을 

구성하였다. 결정성 단위셀 또한 80 사슬의 EPON862®와 40 사슬의 TETA®로 

구성하였으며, 사슬 사이의 가교결합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6.1(b)와 같이 

단위셀 내부의 EPON86®2 사슬과 TETA® 사슬을 동일한 방향으로 배열하였다. 

일반적으로 결정성구조의 고분자재료는 비정질구조보다 높은 밀도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유체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열전도거동의 변화를 

제한하고,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 열전도거동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결정성 

단위셀의 밀도를 비정질 에폭시수지의 평형상태의 밀도인, 0.84 g/cm3 으로 

설정하였다. 비정질 에폭시수지의 밀도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값보다 낮은 것은 

사슬 간의 가교결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성된 결정성 단위셀은 

비정질 단위셀과 동일한 방법으로 에너지최소화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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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된 결정성 단위셀은 비정질 단위셀과 다르게 NVT 앙상블만을 이용하여 

평형 시뮬레이션이 수행하였다. NPT 앙상블을 적용하면 앙상블을 수행하는 

동안 단위셀의 밀도가 변하게 된다. 본 모델의 경우 결정성 구조와 비정질 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열전도특성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추가한 모델로써, 두 모델의 

밀도가 달라질 경우 밀도에 의한 열전도율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밀도에 의한 

영향을 배제한 채, 구조의 차이에 의한 열전도특성의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밀도의 단위셀에 대한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결정성 단위셀의 

밀도를 평형상태의 비정질 단위셀의 밀도와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NPT 

앙상블을 이용한 평형 시뮬레이션은 배제하였다. 비정질 에폭시수지와 결정성 

에폭시수지의 사슬 구조의 차이는 그림 6.1 과 같으며, 각 셀의 구성정보는 표 

6.1 에 제시했다. 

 

6.2.3  비정질 나노복합재 

일반적으로 강화재를 포함한 고분자 복합재의 경우 순수한 고분자재료에 

비하여 취성이 강해진다[81]. 입자에 의하여 취성이 강해진 고분자재료의 인장 

거동은 순수한 고분자재료와 다르다. 나노입자가 인장하중이 부여되는 

고분자재료의 구조적 변화와 열전도특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나노복합재 모델을 구성하였다. 구형의 탄화규소 나노입자를 강화재로 

선택하였으며, 비정질의 에폭시수지를 기지재료로 선택하였다. 나노입자의 크기 

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반지름이 7.1, 10.2Å인 탄화규소 나노입자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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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복합재를 구성했다. 나노입자의 크기 이외의 구성조건을 제한하기 위하여 

나노입자의 체적분율은 5.8%로 고정하였다. 나노복합재 단위셀의 초기 밀도는 

1.2g/cm3 으로 설정하였다. 각 셀의 구성정보는 표 6.1 과 같다. 구성된 

나노복합재 단위셀 역시 비정질 에폭시 단위셀과 마찬가지로 congjugation 

gradient 방법론을 이용하여 에너지 최소화를 수행하였으며, NVT, NPT 

앙상블을 각각 200psec, 800psec 동안 수행하여 평형 상태를 도출하였다.  

 

6.3 분자동역학 해석  

6.3.1 근접가교기법을 적용한 가교해석  

가교율에 의한 물성 변화 및 인장거동의 차이를 도출하기 위하여, 

근접가교기법을 적용하여 에폭시 사슬과 경화제 사슬 사이의 가교를 고려하였다. 

가교반경의 범위는 5~10Å, 최종가교율을 100%로 설정하고 가교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에폭시에 가교해석 결과는 그림 3.7 과 같다. 초기 

반경에서 가교율은 약 60%이며, 최종가교율은 약 90%로 도출되었다.  

나노복합재 역시 동일한 조건에서 가교해석을 수행했으나, 표 3.4 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최종가교율이 나노입자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도출되었다.  따라서 

에폭시수지와 동일한 가교율에 대한 나노복합재의 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추가의 가교반응을 수행하여 최종가교율 90%인 나노복합재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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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율에 따른 인장거동 및 인장거동에 의한 열전도특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0, 60, 90%로 가교된 에폭시 및 나노복합재 구조를 채택하여 인장거동 

및 인장에 의한 열전도율 변화를 측정하였다.  

 

6.3.2 인장시뮬레이션 

인장하중에 의한 고분자 사슬의 구조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교반응 후 

평형상태의 셀을 도출하여 인장하중을 적용했다. 인장 하중은 NPT 앙상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부여되었으며, 0.001/ps 의 인장률로 100%의 인장이 

발생할 때까지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6.2(a)와 같이 인장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셀에 변형을 부여한 후 고정한 채 인장이 부여되지 않는 다른 두 방향에 

1atm 의 압력을 부여하고 NPT 앙상블을 수행함으로써 포아송 효과에 의한 다른 

두 방향에서의 축소현상을 반영했다. 그림 6.2(b)는 인장이 진행되는 동안의 각 

방향의 응력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초기 단위셀은 등방성의 비정질구조로 

형성되었으나, 형성과정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방성구조를 고려하여 단축 인장 

시뮬레이션을 세 방향으로 수행하였다. 세 방향의 단축 인장 결과에 대한 

평균값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인장 시뮬레이션은 PCFF 포텐셜을 적용하여 

LAMMPS 통해서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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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가교율 효과  

6.4.1 가교율에 따른 에폭시수지의 인장 거동  

가교율에 따른 재료의 취성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교율을 가진 

에폭시와 나노복합재에 대하여 100%의 인장 동안 응력 변화 및 구조변화를 

살펴보았다.  

초기 등방성 비정질구조로 형성되었던 에폭시 단위셀은 가교가 진행됨에 따라 

가교구조에 의하여 등방성 특성이 변한다. 등방성 특성은 재료의 각 방향으로의 

응력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3 은 0, 60, 90%의 가교율의 에폭시에 

세 방향에 대한 단축인장해석 결과이다. 각 방향으로의 응력변화 차이로부터 

이방성을 확인할 수 있다. 0%와 90% 가교된 에폭시의 경우 세 방향의 인장에 

대한 응력변화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60% 가교된 에폭시는 x, z 

방향으로의 응력변화와 y 방향으로의 응력변화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단위셀 

내에 고르게 가교결합이 분포되어 있지 않고 y 방향으로 밀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가교결합으로 인하여 y 방향으로 긴 구조의 에폭시수지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가교가 진행되는 동안의 생성되는 이방성구조는 가교율 

100%에 가까워지면서 다시 등방성구조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장에 따른 응력 변화를 통하여 재료의 파단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PCFF 포텐셜의 경우 원자와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이 끊어지는 

현상을 모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고분자의 인장거동에 의한 파단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 그러나 변형률에 따른 응력 변화로부터 파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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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지점을 예측할 수 있다. 고분자사슬 내의 파단이 발생하는 경우, 고분자 

사슬 길이의 증가로 인하여 응력이 급격히 상승한다. 반면 사슬의 얽힘이 

풀리면서 재료의 파단이 발생하는 경우 응력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한다. 에폭시 

사슬의 파단현상은 가교가 진행된 경우에만 발견된다. 60% 가교된 에폭시는 

인장률 60%에서 y 방향의 응력이 크게 증가하며, 반면 x 와 z 방향의 응력은 

크게 감소한다. 이는 재료의 파단이 진행됨에 따라 x 와 z 방향으로 사슬간의 

얽힘이 풀리며 파단현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90% 가교된 에폭시는 

인장률 40%에서 응력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파단현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가교율에 따른 서로 다른 

응력 변화 양상은 각 가교율에서 재료의 파단현상이 발생하는 특성의 차이를 

보여준다. 가교되지 않은 에폭시는 높은 인장률에서도 파단이 발생하지 않는 

탄성중합체와 같은 거동을 보인다. 불완전 가교가 발생한 에폭시는 사슬 사이에 

가교결합으로 인한 공유결합과 반데르발스 결합 등의 비공유결합이 섞여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높은 인장 하중이 부여되면 비교적 약한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비공유결합이 끊어지면서, 즉 사슬 사이의 얽힘 구조가 풀리면서 발생하는 

사슬의 분리현상에 의한 파단이 발생한다. 60% 가교된 에폭시의 인장에 따른 

구조변화는 그림 6.4 에 제시되어 있다. 반면 완전가교가 발생한 에폭시는 

비공유결합으로 인한 사슬간의 결합보다 가교결합에 의한 공유결합으로 인한 

사슬간의 결합에 의해 가교가 진행된 구조이므로, 원자 사이의 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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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지면서 파단이 발생한다. 가교율이 증가할수록 파단이 발생하는 인장률이 

40%의 시점까지 앞당겨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림 6.5 는 세 방향의 인장에 대한 응력의 변화 평균값을 에폭시의 가교율에 

따라 비교하고 있다. 응력변화는 파단현상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만 고려되었다. 

가교가 진행되면서 재료의 항복응력이 점차 증가한다. 가교되지 전 에폭시의 

항복응력은 250MPa 인 반면 완전 가교가 진행된 에폭시의 항복응력은 약 

450MPa 로 증가했다.  

 

6.4.2 가교율에 따른 열전도특성 변화  

인장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의한 재료의 열전도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재료의 파단이 발생하기 이전 지점에 대해서 인장률 10, 20, 40, 60, 80, 

100%의 인장률에서 비평형분자동역학 방법을 적용하여 열전도계수를 측정했다. 

세 방향의 단축 인장에 대해 결과를 도출하고, 세 방향의 값을 평균한 

열전도계수를 그림 6.6(a)에 제시했다. 열전도계수의 평균값은 표준편차와 함께 

제시하였으며, 각 결과에 대한 1 차 추세선을 함께 제시했다. 가교되지 않은 

에폭시는 인장률 100%까지 열전도계수를 측정하였으며, 60% 가교된 에폭시는 

인장률 60%까지 90% 가교된 에폭시는 인장률 40%까지 열전도계수를 

측정하였다.  

가교가 진행되지 않은 에폭시는 변형 전 0.1107W/mK 이던 열전도계수는 

인장률에 비례하여 증가하여, 최종상태인 인장률 100% 에서 열전도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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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04W/mK 으로 약 240% 증가했다. 불완전 가교 상태의 에폭시(가교율: 

60%)의 변형 전 열전도계수는 0.1479W/mK 으로 가교되지 않은 에폭시에 

비해 약 34% 증가했다. 또한 인장률에 따라 증가하여 최종상태인 인장률 

60%에서 0.2524W/mK 까지 변형 전 열전도계수의 70% 수준까지 증가했다. 

반면 완전 가교 상태의 에폭시(가교율: 90%)의 변형전 열전도계수는 

0.1813W/mK 으로 가교되지 않은 에폭시에 비해 약 64% 증가했다. 변형 전과 

비교하면 40%의 변형 후, 약 43% 증가했다. 가교율과 열전도계수를 

최소자승법에 적용하여 도출한 인장률에 따른 열전도계수에 대한 1 차 

추세함수는 다음과 같다.  

       0% ( ) 0.1395 0.1157cross linked epoxy      

       60% ( ) 0.1599 0.1599cross linked epoxy      

       90% ( ) 0.1906 0.1881cross linked epoxy      

가교율에 따른 열전도계수의 증가율은 위 함수의 기울기를 통하여 비교할 수 

있다. 가교가 진행되지 않은 에폭시의 열전도계수 증가율이 0.1395 인 반면, 

완전 가교된 에폭시의 열전도계수 증가율은 0.1906 으로 크게 상승한다. 즉, 

가교율이 증가할수록 인장에 의한 열전도계수의 증가현상이 강화된다.  

인장에 의한 열전도 강화 현상은 비정질구조의 고분자사슬들이 인장 하중에 

의하여 재배열되어 결정성구조로 변하면서 발생한다. 고분자사슬의 결정도는 

orientation order 로 수치화할 수 있다. Orientation order 는 재료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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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두 원자간의 방향벡터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전제 재료의 방향성을 

정의한 값으로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2
1.5 0.5i porientationorder e e                            (6.1) 

위 식에서 ie 는 두 원자간의 단위 방향벡터이며, pe 는 인장방향의 단위벡터를 

의미한다. Orientation order 는 -0.5 에서 1 까지 변하는 값으로, -0.5 일 경우 

인장방향과 수직방향으로 완벽한 결정성 구조임을 의미하며 0 에 가까운 

값일수록 비정질구조임을 의미한다. 또한 1 인 경우 인장방향으로 배열된 

결정성구조임을 의미한다. 인장 변형에 의한 에폭시수지의 결정도는 그림 

6.6(b)와 같다. 제시된 값은 열전도계수와 마찬가지로 세 방향의 단축인장 동안 

매 10%의 인장률에서 결정도를 측정하여, 세 방향의 평균값을 제시하고 있다. 

가교율과 상관없이 인장이 진행됨에 따라 고분자사슬이 인장방향과 

평행방향으로 배열됨으로써 결정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재료의 가교율에 따라 

결정도 증가율이 다르다. 재료의 가교율이 증가할수록 인장에 따른 결정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가교가 진행되면서 사슬의 서로 연결되면서 단위셀 끝에서 

인장에 의하여 얽혀있던 사슬이 풀리는 형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발생한 결과이다. 

가교율의 증가는 재료의 취성을 강화하여 낮은 인장률에서 파단이 발생하지만, 

인장이 발생할 때 재료 내의 사슬의 풀림 현상 현상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여 

재료의 결정화를 가속화한다. 즉, 가교율이 증가할수록 인장에 따른 결정화를 

가속화하여, 열전도증가가 빠르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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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경화성 고분자재료에서 재료의 가교결합은 사슬 사이의 공유결합을 

증가함으로써 열전도특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인장 하중이 부여되는 경우, 재료 

내의 사슬의 재배열로 인하여 열전도특성이 강화되는데, 인장률에 따른 

열전도특성의 강화현상은 가교율이 증가할수록 강화된다.  그러나, 가교율이 

증가할수록 재료의 파단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높은 인장 하중을 

부여하는 것은 재료의 열전도특성을 저하한다.  

 

6.4.3 강화된 열전도특성을 갖는 열경화성 고분자구조  

앞 절의 결과를 통하여 결정도가 높은 고분자구조를 형성하면 열전도특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초기 결정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단위셀을 구성하였다(그림 6.1(b)). 구성된 셀에 평형화 

과정을 수행한 후, 비평형분자동역학 해석을 통하여 열전도계수를 측정하였다. 

평형 후 사슬은 완벽한 결정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장으로 인한 

결정화가 진행된 에폭시 보다 높은 결정도를 가지고 있다.  100% 인장된 가교율 

0%의 에폭시의 orientation order 는 0.1013 인 반면 인위적으로 결정구조를 

형성한 에폭시의 orientation order 는 0.1663 으로 훨씬 높은 값을 보인다. 

또한 결정구조의 에폭시의 열전도계수는 0.2852W/mK 으로, 비정질 에폭시의 

열전도계수보다 약 250% 증가된 값을 갖는다. 즉, 동일한 밀도, 사슬 길이를 

가지는 고분자재료의 경우 결정도가 증가가 열전도특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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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화된 열전도특성을 갖는 열경화성 고분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열경화성 고분자재료의 경화반응 이전에 인장 하중을 부여하여 결정도가 높은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추가적인 해석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가교되지 않은 비정질구조의 에폭시를 100%까지 인장하여 결정도가 향상된 

에폭시 단위셀을 준비했다. 100% 인장된 에폭시의 orientation order 는 

0.1013 이다.  이 후 근접가교기법을 적용한 가교반응을 통하여 약 50%의 

가교를 진행하였다. 그림 6.7 은 인장 후 가교반응을 수행한 모델의 원자구조를 

나타내며, 가교가 진행된 원자를 노란색으로 표시하였다. 비평형분자동역학 

해석을 통하여 도출한 열전도계수는 0.3399W/mK 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불완전 가교상태의 에폭시(가교율: 60%)의 최종 인장 상태의 열전도계수, 

0.2604W/mK 보다 높은 값이다. 즉, 높은 열전도특성을 갖는 고분자재료를 

제작하는 경우, 인장하중을 먼저 부여하여 결정성을 높인 후 가교반응을 진행할 

경우 크게 향상된 열전도특성을 갖는 고분자재료를 도출할 수 있다.  

 

6.5 나노입자의 크기 효과 

6.5.1 나노입자의 영향  

나노입자로 인한 인장에 의한 고분자재료의 열전도특성 강화효과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나노복합재에 인장에 의한 열전도율 변화를 살펴봤다. 표 

6.2 는 가교를 고려하지 않은 에폭시와 반지름 10Å, 7Å 의 탄화규소 입자를 

포함한 나노복합재의 인장에 따른 열전도계수는 표 6.2 에 제시했다. 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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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 상태의 에폭시(가교율:60%), 완전 가교 상태의 에폭시(가요율: 90%)의 

열전도계수는 표 6.3 과 6.4 에 제시했다.  나노복합재의 열전도계수를 도출하기 

위해 고려한 인장 범위는 에폭시의 경우와 동일하게 설정했다. 열전도계수와 

함께 각 인장율에서의 열전도계수에서 변형 전 열전도계수를 뺀 값인, 

열전도계수 증가량을 함께 제시했다. 그 중 불완전가교 상태의 에폭시와 

나노복합재의 인장율에 따른 열전도계수 증가량을 그림 6.8 에 제시하였다. 

인장에 의한 열전도계수의 증가량과 추세선을 함께 제시하였다.  

인장에 의한 열전도특성 증가량은 에폭시, 작은 입자를 포함한 복합재, 큰 

입자를 포함한 복합재 순으로 나타난다. 에폭시에 나노입자가 포함됨에 따라 

열전도율 강화 현상이 다소 약해진다. 또한 입자의 크기 측면에서 보면 입자가 클 

때 열전도 강화효과가 더 적게 발생한다.  

이종재료로 구성된 복합재의 인장변형이 발생하며 계면의 분리 현상이 

발생한다. Kapitza 계면의 체적이 증가로 인하여 열저항효과가 강화된다. 강화된 

열저항효과가 인장에 의한 열전도강화를 저해함으로써 에폭시수지에 비하여 

낮은 증가율을 보인다.  

나노입자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고분자사슬의 운동성이 감소한다. 

고분자사슬의 이동성은 초기 원자의 위치로부터 해석이 진행되는 동안 원자의 

움직인 위치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한 MSD(Mean square displacement) 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 6.9 (a)를 보면 나노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 MSD 가 큰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분자사슬의 운동성 감소는 인장 하중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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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의 결정화를 약화시킨다. 강화입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운동성이 감소하여 

결정화정도가 감소하게 된다. 그림 6.9(b)를 보면 입자크기에 따른 

고분자사슬의 결정도는 에폭시, 작은입자를 포함한 복합재, 큰입자를 포함한 

복합재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나노입자의 

크기 범위가 매우 작아 결정도에 큰 차이는 없으나, 입자가 더 커지는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고분자재료에 포함된 나노입자의 크기는 고분자사슬의 결정화로 인한 

열전도특성 증가에 영향 미친다. 나노미터 영역에서 나노입자의 크기가 증가하면 

Kapitza 효과의 감소와 유효계면의 영향으로 열전도특성이 상승한다. 그러나 

인장 변형 시 고분자사슬의 결정화 현상이 약화되어 인장 변형으로 인한 

열전도특성 강화를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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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Composition of epoxy and nanocomposites unit-cells 
 

 EPON862 TETA 
Particle 
Radius 

(Å) 

Volume 
fraction 

(%) 

Density 
(g/cm3) 

Unit cell 
length 
(Å) 

Amorphous epoxy 80 40 - - 1.10 35.97 

Crystalline epoxy 80 40 - - 0.84 39.37 

Composites I  40 20 7.10 

5.8 

1.20 29.43 

Composites II 120 60 10.15 1.20 42.29 

 
 

 

Table 6.2 Thermal conductivity and its increment according to strain (0% cross-
linked epoxy) 

 

Strain Thermal conductivity, λ (W/mK) Increment, λ- λ0 (W/mK) 

Epoxy Comp.I Comp.II Epoxy Comp.I Comp.II 

0 0.1107 0.0948 0.1199 0  0 0  

0.1 0.1378 0.1166 0.1378 0.0271  0.0218  0.0210  

0.2 0.1441 0.1273 0.1445 0.0335  0.0325  0.0165  

0.4 0.1703 0.1439 0.1567 0.0596  0.0491  0.0459  

0.6  0.1973 0.1672 0.1836 0.0867  0.0725  0.0710  

0.8 0.2219 0.194 0.2073 0.1113  0.0995  0.0883  

1.0 0.2604 0.2081 0.2096 0.1498  0.1134  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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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3 Thermal conductivity and its increment according to strain (60% cross-

linked epoxy) 
 

Strain 
Thermal conductivity, λ (W/mK) Increment, λ- λ0 (W/mK) 

Epoxy Comp.I Comp.II Epoxy Comp.I Comp.II 

0 0.1479 0.1282 0.1495 0 0 0 

0.1 0.1892 0.1477 0.1702 0.0414  0.0195  0.0207  

0.2 0.1925 0.1560 0.1750 0.0446  0.0277  0.0255  

0.4 0.2256 0.1806 0.2032 0.0777  0.0524  0.0537  

0.6 0.2524 0.2201 0.2254 0.1045  0.0919  0.0759  

 

 

 

Table 6.4 Thermal conductivity and its increment according to strain (90% cross-
linked epoxy) 

 

Strain 
Thermal conductivity, λ (W/mK) Increment, λ- λ0 (W/mK) 

Epoxy Comp.I Comp.II Epoxy Comp.I Comp.II 

0 0.1813 0.1617 0.1808 0  0 0 

0.1 0.2123 0.1712 0.2036 0.0310  0.0095  0.0229  

0.2 0.2323 0.1792 0.2065 0.0511  0.0175  0.0258  

0.4 0.2600 0.2024 0.2269 0.0788  0.0407  0.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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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 Atomistic structure of amorphous and crystallin uncross-lined epoxy 
 

 

 
 

(a) Amorphous epoxy  
 
 
 

 
 

(b) Crystalline ep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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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Schematic of uniaxial tension simulation and the stress-strain cruve  
 

 

(a) Uniaxial tension with confined ba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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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ress-strai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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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cross-linked ep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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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60% cross-linked ep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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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90% cross-linked epoxy  

 

Figure 6.3 Stress-strain curve of uniaxial tensile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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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4 Atomistic structural change of  60 cross-linked ep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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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 Stress-strain curve according to cross-link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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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6 Thermal conductivity and orientation order change according to the 
cross-link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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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rmal conductivity change 
 

0 0.1 0.2 0.3 0.4 0.5 0.6
0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

Strain

O
rie

nt
at

io
n 

or
de

r

 

 

0% cross-linked epoxy

60% cross-linked epoxy

90% cross-linked epoxy

 

(b) Chain alignment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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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7 50% cross-linking epoxy which cross-linking simulation was applied 
after tensil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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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8 Size effect on thermal conductivity of nanocomposites (Cross-linking 
ratio: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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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9 Comparison of mobility and alignment change of epoxy and 
nanocomposites during plastic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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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n square displacement during NPT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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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rientation order during tensile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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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분에 의한 물성 변화  

7.1 개요  

열경화수지인 에폭시와 같은 고분자재료가 자외선, 고온, 고습한 환경 등에 

노출되는 경우, 물리적, 화학적 에이징(aging)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에이징 현상으로는 고분자 사슬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화 현상, 수분의 흡수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고분자 재료의 에이징 현상은 

물성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2,83,84].  

고분자재료의 성능 및 내구성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고분자재료의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 발생하는 수분 흡수 현상 및 수분 흡수에 의한 물성 저하가 다양한 

실험 및 해석을 통하여 규명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분자동역학 해석을 통하여 에폭시수지 및 에폭시수지를 

기지재료로 하는 나노복합재의 수분 흡수에 따른 물성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7.2  해석 방법 

7.2.1 모델링 

수분흡수에 따른 고분자재료 및 고분자 나노복합재의 물성변화를 해석하기 

위하여 EPON862®와 TETA®가 2:1 의 비율로 구성된 에폭시수지 기지재료로 

선택하였다. Material Studio 5.0 의 amorphous cell tool 을 이용하여 에폭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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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제 사이의 가교결합을 고려하지 않은 비정질 상태의 에폭시 기지재료를 

구성했다. 기지재료에 수소로 표면처리를 수행한 실리카(Silica) 나노입자를 

단위셀의 가운데에 삽입함으로써 등방성의 나노복합재를 구성하였다(그림 7.1). 

삽입된 입자와 기지재료 사이에 공유결합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반데르발스 힘과 

전자기력에 의한 상호작용만을 고려하였다. 입자의 크기효과를 규명하기 

8~11Å의 다양한 크기의 입자를 이용하여 셀을 구성하였으며, 입자의 질량비는 

크기와 무관하게 15wt% (체적비: 10% 내외)로 고정하였다. 자세한 구성 

정보는 표 7.1 에 제시했다.   

열전도해석 수행은 7 장에 사용된 탄화규소 나노입자를 포함한 에폭시 

복합재를 이용했다. 열전도해석에 수행된 모델의 경우에도 입자의 질량비는 

크기와 무관하게 약 15wt% (체적비: 5.8% 내외)로 고정하였다(표 7.2).   

일반적으로 고분자재료의 가교반응에 대한 부산물로 발생한 수분이 증발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 기지재료에 포함되거나, 주위에 존재하는 수분을 흡수하여 

기지재료에 포함된다. 에폭시의 수분흡수에 대한 많은 실험이 수행되어왔는데, 

에폭시의 가교상태, 가교율, 종류 등에 따라 흡수율 및 수분으로 인한 물성 저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85,86,87]. 일반적으로 알려진 10wt%이내의 수분을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어 본 연구에서는 0~6 wt%의 수분 흡수율을 가지는 셀을 

구성하여 수분흡수율 변화에 따른 에폭시 재료의 물성변화를 살펴보았다. 초기 

물분자는 기지재료 내에 규칙 없이 분포된 상태이며, 수분의 흡수는 

기지재료에서만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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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자를 포함하고 있는 단위셀을 구성한 후, 기지재료에 가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근접가교기법을 적용하여 에폭시수지의 가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0, 60, 90%의 가교율로 가교된 에폭시와 나노복합재에 대하여 

수분에 흡수에 따른 물성 해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7.2.2 기계적 물성 해석 

에폭시와 경화제 사이의 경화가 고려된 에폭시와 에폭시 나노복합재에 

conjugation gradient 방법론을 적용하여 셀 내부의 에너지를 최소화 하였다. 이 

후, 300K, 1atm 조건에서 NPT 앙상블을 수행하여 셀 내부 고분자의 

평형상태를 도출하였다. NPT 평형과정은 1fsec 의 timestep 을 적용하여 셀의 

밀도 및 부피가 평형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 1000~2000psec 의 

시간 동안 수행되었다. 물 분자가 포함되지 않은 셀의 경우에는 1000psec 의 

평형 시뮬레이션 수행 후 충분한 평형상태를 도출하였으나, 다량의 물 분자가 

포함될수록 평형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셀의 온도, 압력, 밀도 

등을 모니터하며 NPT 평형 시뮬레이션 수행시간을 조절하였다.  

평형 상태에 도달한 셀에 NσT 앙상블을 1000psec 동안 적용하여, 셀 외부에 

부여되는 1atm 의 압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셀의 길이 및 각도 변화를 도출하였다. 

전체 1000psec 동안의 데이터 중 최종 100psec 동안 도출된 10000 개의 

데이터에 Parrinello-Rahman 섭동법을 적용하여 기계적 물성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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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열전도특성 해석 

평형상태의 단위셀에 1nsec 동안의 비평형분자동역학을 적용하여 

열전도특성의 변화를 도출하였다.  

 

7.3 수분 흡수에 따른 구조변화 

7.3.1 수분흡수에 따른 팽창률 

복합재에 수분이 흡수되는 경우 물 분자에 의하여 셀의 부피가 팽창이 

발생하는데, 물에 의한 재료의 부피 팽창을 계량화한 값인, 

수분팽창계수(coefficient of moisture expansion)는 다음의 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0 0

l M
CME

l M
/

    
    
   

                                    (7.1) 

위 식에서 0l  와 0M  는 초기 셀의 길이와 질량을 의미하고, l 과 M 은 수분이 

흡수된 후의 길이 변화와 질량변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밀도와 

부피가 변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1atm, 300K 의 조건에서 NPT 

앙상블을 수행한 후의 셀의 정보를 측정하여 계산에 적용하였다.  

평형상태에서의 수분팽창계수는 표 7.3 에 도시되어 있다. 수분흡수율이 

변함에 따라 수분팽창계수의 편차가 존재하지만, 수분흡수율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수분흡수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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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수분흡수율을 평균한 값으로 각 시스템에 해당하는 수분흡수율을 

도출하였다. 그림 7.3 과 같이 8Å의 입자를 포함한 나노복합재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두 경우에 가교율이 증가함에 따라 수분팽창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고분자 사이에 존재하는 가교결합으로 인하여 수분으로 

인한 고분자사슬이 와해되는 현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7.3.2 나노복합재 내부의 수분 분포 

그림 7.4 는 나노복합재에 대하여 입자 중심에서부터 물분자가 위치한 거리를 

측정하여 분포도를 도출한 결과이다. 셀을 구성한 후, 에너지 최소화 과정을 

수행한 시점, NPT 앙상블을 이용하여 평형시뮬레이션을 수행 중인 500psec 

시점, 평형시뮬레이션이 완료된 1000psec 시점에서의 분포도를 표기하였다. 

그래프는 보면 에너지 최소화 과정만 수행한 경우 물 분자들이 실리카 입자 

중심에서 약 11Å 떨어진 위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물 분자가 기지재료 내부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평형 

시뮬레이션이 수행하는 동안 그래프가 점차 왼쪽으로 이동하여, NPT 평형 

시뮬레이션이 완료된 1000ps 시점의 물 분포도를 보면, 약 8Å 지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모델에 포함된 입자의 크기가 8Å임을 고려해보면 

물 분자의 분포가 집중되어 있는 지점이 입자와 에폭시 기지와의 경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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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분자 분포 변화를 통해서 나노복합재 내부에 존재하는 물 분자들이 

평형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경계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분자가 경계로 

이동하는 이유는 물분자와 실리카 사이의 상호작용력은 -987.74kcal/mol 로 

에폭시와의 상호작용력, -209.79kcal/mol 에 비하여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림 7.5). 나노입자와 물분자의 인력으로 인하여 물분자가 계면으로 서서히 

이동하게 된다.  

또한 복합재내의 물분자의 분포에 따른 나노복합재 단위셀의 에너지를 통하여 

물분자의 이동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물분자의 분포상태가 

극단적으로 다른 경우에 대한 에너지를 도출하기 위하여 물분자들이 기지재료 

내부에 자유롭게 존재하는 상태와 계면에 존재하는 상태의 에너지를 살펴보았다. 

NVT, NPT 앙상블을 적용하여 평형상태에 도달한 나노복합재(10 의 탄화규소 

입자, 6wt% 수분 포함)을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평형 상태의 셀에 존재하는 

모든 물분자를 계면으로 이동한 후 최소화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물분자가 

계면에 밀집한 단위셀을 구성하였다. 두 단위셀 내부의 수분분포는 그림 7.6 과 

같다. 그림에서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이 물분자의 산소이다. 원자분포만으로 두 

단위셀 내부의 물분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최소화 상태의 두 

단위셀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PCFF 포텐셜을 적용하여 두 단위셀의 

에너지를 계산했다. 물분자가 매트릭스 내에 분포하고 있는 단위셀의 에너지는 

-6114.98kcal/mol 인 반면 물분자가 모두 계면으로 이동한 단위셀의 에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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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5.10kcal/mol 로 훨씬 낮은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다. 이는 물분자가 

계면에 존재할 때 나노복합재가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7.4 수분 흡수에 따른 기계적 물성 변화  

수분에 의한 기계적물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에폭시 기지의 경우 0, 1, 

2, 3 wt%의 수분흡수율에 따른 물성 변화를 도출하였고, 나노복합재의 경우 0, 

2, 4, 6 wt%의 수분흡수율에 따른 물성 변화를 도출하였다. 그림 7.7 은 60% 

가교율을 가진 에폭시와 나노복합재에 대하여 수분흡수율에 따른 탄성계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수분이 흡수될수록 탄성계수가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분에 의한 기계적 물성의 저하는 계면에 존재하는 수분으로 인한 계면의 

상호작용력 변화는 입자와 기지재료 사이 계면의 상호작용 에너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계면의 상호작용에너지는 아래의 식으로 도출할 수 있다.  

interface composites matrix particleE E E E                            (7.2) 

나노복합재에 최소화과정만 수행한 후의 단위셀과 평형상태의 단위셀에 대한 

계면에너지를 계산하였다. 최소화과정만 수행한 단위셀의 경우 물분자들이 

기지재료에 무작위로 퍼져있는 상태이며, 평형된 단위셀의 경우 물분자들이 계면 

가까이로 이동한 상태이다. 두 상태에서 계면의 상호작용 에너지는 최소화 과정 

후 -432.88 kcal/mole 에서 평형상태가 되면서 -302.16 kcal/mole 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계면의 상호작용력이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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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재료 내의 수분에 의한 계면의 물성 저하는 수분량에 따른 기지재료의 

밀도분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8 의 그래프를 보면 수분이 없는 

경우 나노입자 주변에 유효계면이 명확하게 형성되는 반면 수분량이 증가할수록 

유효계면의 밀도가 저하된다. 이는 수분이 유효계면의 형성을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효계면이 사라짐에 따라 나노복합재의 기계적물성이 

낮아진다.  

 수분에 의한 물성 저하에서도 나노입자의 크기효과가 관측된다. 각 모델의 

결과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흡수율에 따른 물성변화에 대한 함수를 

도출하였다. 에폭시, 반지름 8, 10, 11 에 대한 함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 ) 11.592 2.6225epoxyE x x   , 

8 ( ) 21.892 4.175rE x x   
, 

10 ( ) 19.63 4.0767rE x x   
, 

11( ) 16.665 3.7633rE x x   
 

각 함수의 기울기를 통하여 물성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수분흡수에 따른 

에폭시의 물성감소 현상은 복합재에서 더 강화되어 나타난다. 또한 입자가 작은 

경우에 물성감소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노입자를 포함한 

복합재의 경우, 나노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기계적물성이 증가한다[7,8].  

이는 나노입자 주변의 유효계면에 의한 효과가 나노입자가 작을수록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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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이 흡수되면서 유효계면의 형성을 방해하고 동시에 강화재와 기지재료 

사이의 상호작용력도 약화한다. 입자가 작아질수록 유효계면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수분흡수에 따른 유효계면의 특성 저하에 의한 영향 또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입자가 작을수록 수분에 따른 물성저하 현상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7.5 열전도특성 변화  

7.5.1 수분에 의한 에폭시의 열전도특성 향상 

수분에 의한 에폭시수지의 열전도특성 변화를 살펴봤다. 이 때 가교율이 

수분에 의한 열전도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0, 60, 90 

가교가 진행된 에폭시수지를 준비하고 0~6wt%의 수분 함량에 따른 

열전도계수를 도출하였다. PCFF 포텐셜을 적용하여 비평형분자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여 열전도특성을 도출하였다. 단위셀의 남아있을 수 있는 이방성 구조를 

고려하여 x, y, z 각 방향의 열전도계수를 이용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결과는 

그림 7.9 와 같다.  

가교율과 수분흡수율이 증가할수록 열전도특성이 향상된다. 가교율의 증가는 

고분자사슬의 공유결합을 증가시킴으로써 열전도특성을 향상한다. 또한 수분이 

포함되는 경우 고분자사슬 사이에 추가적인 수소결합(hydrogen bond)을 

증가되어 열전도특성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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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흡수율에 따른 열전도특성의 증가율은 가교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수분흡수율에 따른 열전도계수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증가함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0% ( ) 0.3110 0.1123x x   , 

60% ( ) 0.3925 0.1512x x  
, 

90% ( ) 0.5441 0.1824x x  
 

가교율이 증가할수록 수분에 의한 열전도 강화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5.2 나노입자의 크기효과 

나노복합재에서 발생하는 수분에 의한 열전도특성 변화에 대한 크기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에폭시와 반지름 7, 9, 10Å인 입자를 포함한 나노복합재에 

대한 열전도계수를 계산하였다. 수분 흡수에 따른 열전도계수의 변화는 그림 

7.10 과 같다. 각 모델에 대하여 수분 흡수에 따른 열전도계수의 상승을 

일차함수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 0.2594 0.1108epoxy x x    

7 ( ) 0.3111 0.0945r x x   Å  

9 ( ) 0.2627 0.1055r x x   Å  

10 ( ) 0.1388 0.1200r x x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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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저항효과가 비교적 작아 나노입자의 강화효과를 보이는 10Å 입자를 포함한 

복합재의 경우 수분흡수에 따른 열전도계수 강화효과가 에폭시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열저항효과로 인하여 초기 상태에서 열전도율이 에폭시보다 낮은 

7, 9 Å의 입자를 포함한 나노복합재의 수분에 의한 열전도 증가율은 에폭시보다 

높게 나타난다.  

수분에 의한 나노복합재의 열전도특성 증가는 두가지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우선 수분으로 인하여 기지재료 자체의 열전도특성이 증가한다. 

기지재료의 물성강화와 함께 계면에서의 열전도특성 변화도 복합재의 열전도율 

증가현상에 영향을 준다. 수분이 계면에 포함되면 계면에 수소결합과 

비공유결합이 증가한다. 이는 계면에서 발생하는 열저항효과를 감소시킨다. 특히, 

열저항효과 지배적인 반지름 9 Å 이하의 입자를 포함한 나노복합재의 경우, 

수분 증가와 함께 열저항이 감소함에 따라 열전도특성이 크게 향상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순수한 에폭시보다 큰 열전도 증가율을 보이게 된다.  

반면, 열저항효과보다 유효계면으로 인한 강화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반지름 

10 Å이상의 입자를 포함하는 경우 수분이 증가할수록 유효계면의 형성이 

저하되고, 유효계면으로 인한 열전도 강화 효과가 감소한다. 따라서 순수한 

에폭시 보다 낮은 열전도 증가율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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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Composition of SiO2/epoxy and nanocomposites unit-cells 

 

 EPON862 TETA 
Particle 
Radius 

(Å) 

Weight 
fraction 
(wt%) 

Density 
(g/cm3) 

Unit cell 
length 
(Å) 

Amorphous epoxy 80 40 - - 1.10 35.97 

Composites I 36 18 8.3 

15 

1.20 28.24 

Composites II 80 40 10.4 1.20 36.86 

Composites III 100 50 11.2 1.20 39.73 

 
 
 
 
 

 
Table 7.2 Composition of SiC/epoxy and nanocomposites unit-cells 

 

 EPON862 TETA 
Particle 
Radius 

(Å) 

Volume 
fraction 

(%) 

Density 
(g/cm3) 

Unit cell 
length 
(Å) 

Amorphous epoxy 80 40 - - 1.10 35.97 

Composites I 40 20 7.10 

5.8 

1.20 29.43 

Composites II 80 40 8.90 1.20 37.04 

Composites III 120 60 10.15 1.20 42.29 

Composites IV 200 100 12.00 1.20 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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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3 Coefficient of moisture expansion of epoxy and epoxy nanocomposites 
 

 Epoxy 
Composites 

R=8 Å 
Composites 

R=10 Å 
Composites 
R=11.2 Å 

0% cross-link 0.565 0.5352 0.6879 0.6190 

60% cross-link 0.4309 0.4901 0.5457 0.5733 

90% cross-link 0.2027 0.5508 0.4903 0.4579 

 
 
 
 
 

 
 
Table 7.4 Reinforcing ratio of Young`s modulus according to the cross-linking ratio 

 

 0% 60% 90% 

Amorphous epoxy 1 2.45 3.21 

Composites I  1 2.35 3.10 

Composites II 1 2.46 2.47 

Composites III 1 2.31 2.97 



 

120 
 

 
Figure 7.1 Atomistic structure of SiC/epoxy nanocomposites unit cell 

 
 

 

 
(a) Atomistic structure of EPON862 and TETA 

 

 
(b) Silica nanoparticle with surface treatment 

 

 
(c) Nanocomposites uni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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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2 Epoxy and nanocomposites unit cell including water molec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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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3 Coefficient of moisture expansion of epoxy and epoxy nanocomposites 
 
 
 
 
 
 

 
Figure 7.4 Distribution of water molecules during NPT equilibrium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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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5 Interaction energy of water-epoxy and water-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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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6 Atomistic structure of nanocomposites unit cells with different 

distributed water molecules  

 

 
(a) Water molcules are widespreaded in matrix  

 

 
(b) Water molcules are in the interface of matrix and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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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7 Change of Young`s modulus of epoxy and epoxy/silica nanocomposites 
according to moisture absorption (cross-linking ratio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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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9 Change of thermal conductivity of epoxy according to moisture 
absorption and cross-link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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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10 Change of thermal conductivity of epoxy and nanocomposites according 

to moisture 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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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 론   

나노복합재의 합성-가공-사용과정에서 구조변화가 발생하고, 발생한 

구조변화는 나노복합재의 물성변화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열가소성 고분자의 

분자동역학 해석을 통하여, 고분자재료의 가교, 결정화 및 수분팽창 등 

나노복합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로 인한 기계적 거동 및 열전도 

거동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동시에 나노입자의 크기에 

의한 나노복합재의 기계적 거동 및 열전도특성 변화를 규명하였다.  

(1) 고분자사슬 사이에 가교결합이 존재하는 고분자재료에 대한 분자동역학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가교결합을 고려하는 것이 고분자재료의 물성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근접가교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가교 구조를 가지는 에폭시수지와 

에폭시수지를 기지재료로 하는 나노복합재에 대한 분자동역학 모델링 및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소 복합한 가교기법인 근접가교기법을 대신할 

대표분자모델 기법을 제안하고 다양한 물성 비교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가교결합 모사를 단순화함으로써 열경화성 고분자재료의 가교 모델링의 

효율성을 높였다.  

(2) 나노입자의 크기로 인한 나노복합재의 열전도 특성의 변화를 도출하기 

위하여, 나노입자의 크기변화 외 나노복합재의 열전도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제한하고 비평형분자동역학 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열전도계수를 측정하였다. 이 때, 가교결합의 구조 및 가교율을 제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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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분자모델 기법을 적용하여 고분자사슬 사이의 가교결합을 고려하였으며, 

나노입자의 체적분율을 고정하였다. 나노복합재의 크기효과는 두 변수, Kapitza 

열저항효과와 유효계면의 강화효과로 결정된다. 나노복합재는 나노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열전도특성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특정한 크기 이하의 

나노입자는 Kapitza 열저항을 극대화함으로써 고전도성 나노입자의 강화효과를 

상쇄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3) 분자동역학 해석을 통한 나노복합재의 열전도특성 해석은 정확하지만, 

많은 계산 자원이 필요하다. 열전도특성에서 나타나는 나노입자의 크기효과를 

효율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다중입자모델를 도입한 미시역학 기반의 

멀티스케일 브리징 모델을 정립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Kapitza 계면, 유효계면 

그리고 무한영역을 고려함으로써 나노입자의 크기효과를 정확하게 모사하였다. 

제안된 브리징 모델을 통하여 나노입자의 크기 및 체적분율이 변하는 다양한 

조성의 나노복합재에 대한 효율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됐으며, Kapitza 계면, 

유효계면의 물성 변화로 인한 나노복합재의 유효물성을 예측하였다.  

(4) 가교율 및 인장하중에 의한 고분자재료의 구조적 변화와 열전도특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분자동역학 해석을 수행했다. 가교율의 증가는 

고분자재료의 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인장하중의 저항력을 약화한다. 그러나 

인장에 의한 고분자재료의 결정화 현상 및 결정화로 인해 발생하는 열전도증가 

현상을 강화시킨다. 그러나 나노입자를 포함한 나노복합재의 경우 인장에 의한 

결정도가 순수한 고분자재료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며, 동시에 계면의 하중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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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저하함으로써 열전도특성이 감소한다. 그러나 나노입자의 크기가 특정 

크기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나노입자에 의한 영향이 감소하여, 순수한 

고분자재료의 거동과 비슷한 거동을 보이게 된다.   

(5) 고분자재료에 수분 함량이 증가하면, 기계적 물성 및 열전도특성이 변한다. 

기계적 물성은 저하되는 반면, 열전도특성을 향상된다. 수분에 의한 기계적, 

열전도특성 변화는 나노복합재에서도 발생한다. 나노복합재에 수분이 포함되는 

경우, 수분이 계면으로 이동하면서 계면의 특성을 크게 변화시킨다. 수분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노복합재에 존재하는 유효계면이 사라지고, 이는 수분에 의한 

물성변화의 크기효과를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유효계면의 영향은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강화되므로, 수분에 의한 계면 특성 저하 현상에도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수분에 의한 기계적물성 감소율이 증가한다. 

또한 열전도특성 변화를 보면, 유효계면에 의한 열전도 강화효과가 지배적인 

10Å 이상의 나노입자를 포함한 나노복합재의 경우 수분에 의한 열전도 

증가율이 에폭시 기지의 수분에 의한 열전도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한다. 반면, 

유효계면의 열전도 강화효과보다 Kapitza 계면의 열저항효과가 지배적인 9 Å 

이하의 나노입자를 포함한 나노복합재의 경우 수분이 계면의 열저항효과를 

완화함으로써 수분에 의한 나노복합재의 열전도특성 증가율이 순수한 

에폭시기지의 수분에 의한 열전도특성 증가율보다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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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thesis, mechanical and thermal behaviors of nanocomposites induced by 

reinforcing nanofillers have been analyzed in atomic level. As the size of fillers decrease 

to nanometer scale, its surface to volume ratio increases exponentially. The high surface 

to volume ratio of nanofillers induces the advance in nanocomposite properties. The size 

effec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in nanocomposites. To verify the size 

effect of nanofillers on mechanical and thermal transport properties,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considering the size effect of nanofillers has been performed. For the 

description of the size effect in continuum level, multi-scale bridging method using multi 

inclusion model has been developed.  Nanocomposites used in this study consist of epoxy 

matrix; which is thermoset polymer. The important feature of thermoset polymer is cross-

linking between epoxy and curing agent. To mimic the cross-linking, two different cross-

linking methods have been considered. One is the close contact method which has been 

widely used in molecular dynamics. The other is representative molecular model which 

has been developed in this study. The proposed representative molecular model can 

describe and adjust the cross-linking efficiently. Mechanical and thermal transport 

properties of thermoset polymer are determined by several characteristics; the cross-

linking ratio, the size of filler, and water absorption ratio. The properties increase as the 

cross-linking ratio increases. The size of fillers is also one of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which determine the properties. At the same volume fraction of filler, the mechanical 

property of nanocomposites increases due to the positive effect of effective interphase as 

the filler becomes smaller. On the other hand, thermal conductivity of nanocomposites 

decreases as the filler becomes smaller. Thermal conductivity is affected not only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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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interphase but also by the Kapitza interface. The densified effective interphase 

has positive effect on thermal conductivity but Kapitza resistance has negative effect on 

thermal conductivity. Kapitza resistance effect increases as the filler becomes smaller 

because the thickness of Kapitza interface remains constant regardless of filler size. 

When the radius of filler is smaller than 9Å, thermal conductivity of nanocomposites is 

even smaller than that of epoxy due to the maximized Kapitza resistance effect. When the 

uniaxial loading applied to the polymeric materials, the chains are crystallized and the 

thermal transport property improves. Adding nanofillers affects the crystallization of 

polymer chains under mechanical loading. To verify the effect of filler size on the 

crystllization, nanocomposites with the different sized fillers whose radii are 7 and 10 Å 

are prepared. And the structural changes and the thermal conductivity changes according 

to uniaxial tensile loading have been verified. As a result, we have proved that the 

smaller filler does not affect the crystallization of polymer chains, but the larger one 

interrupts the crystallization of polymer chains. Moisture included in polymeric materials 

degrades the mechanical properties. In nanocomposites, moisture interrupts the formation 

of the effective interphase. That is, the degrad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of 

nanocomposites becomes larger than that of neat polymer as reinforcing effect of 

effective interphase is weakened. On the other hand, moisture enhances the thermal 

conductivity by forming the additional hydrogen bonding between the atoms. In 

nanocomposites, weakened effective interphase has negative effect on thermal 

conductivity. But, the hydrogen bonding at interface relieves Kapitza resistance. These 

conflicting works of moisture show the size effect of nanocompsites on thermal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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