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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대 사회 전반에 걸쳐 높은 활용 가치와 잠재성을 가진 고분자 재료 

및 고분자 나노 복합재료가 주목 받게 됨에 따라, 이의 물성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자동역학 전산 모사 

해석에서는 다양한 스케일에서 특성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그 중, 축소 분자동역학 전산모사는 계산적 효율을 취하고 기존 

시스템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유지하며 메조스케일에서의 특성까지 

모사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축소 분자동역학 

전산모사를 이용하여 고분자의 기계적 물성을 예측할 수 있는 

멀티스케일적 접근을 제시한다. 변형 에너지 보존에 기반하여 새로운 

축소 분자동역학 포텐셜을 구성하였고, 이를 통하여 기존 원자 단위 

분자동역학 전산 모사로 해석할 수 없었던 범위의 열가소성 고분자의 

반복 하중 하의 기계적 거동을 모사하고, 분자량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동일한 방법론을 탄소 

나노튜브가 함유된 열경화성 고분자 기지 나노 복합재에 적용하여, 가교 

결합 정도에 따른 열경화성 고분자의 기계적 거동 변화, 탄소 나노튜브 

크기에 따른 계면 특성 변화를 확인하였다.   

 

주요어 : 분자동역학, 축소 해석, 열가소성 고분자, 열경화성 고분자,  

나노 복합재, 기계적 거동 

학  번 : 2018-2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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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많은 산업 분야에서 플라스틱, 합성 섬유, 고무와 같은 고분자 

재료는 쉽게 제조가 가능하고 가벼운 무게에 비해 실용적인 성능이 좋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고분자 재료를 기지재로 하고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를 강화재로 삽입한 고분자 기지 나노 복합재료는 

모 고분자보다 훨씬 뛰어난 기계적, 열적 물성을 가지게 되어 경량화가 

주요한 항공, 자동차 분야 등에서 그 활용 가치와 잠재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고분자 재료 및 고분자 기지 나노 복합재료의 물성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분자동역학 전산모사를 기반으로 한 이론적 해석 방법은 실험에서 

조절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원자 수준에서 재료를 모사하고 

그 상호작용을 정량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으로, 재료의 거동 및 특성을 

해석하는데 많은 장점을 갖는다[1-4]. 

하지만 현재 전산자원의 한계로, 분자동역학 전산모사로 모사할 수 

있는 시공간적 범위의 제약이 존재한다. 계산하는 시간 간격이 매우 

짧아 주로 나노 스케일에서 진행되는 원자 단위 분자동역학 전산모사 

방법으로는 그 규모 이상의 현상을 모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분자량이 큰 분자를 가지는 구조에 대해서 전체 구조를 반영할 충분한 

개수의 분자를 모사할 수 없기에 그 특성을 해석하는 것에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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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나노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 강화 효과는 나노 입자의 

체적분율, 배열 형태, 분포에 의해 달라지게 되는데, 기존 원자 단위 

전산모사로는 실제 실험에 사용되는 입자의 크기조차 구현할 수 없기에 

재료의 분자량, 나노 입자의 배열 형태, 분포에 따른 특성에 대한 

이해는 매우 미비하다[5, 6].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근접한 원자군을 하나의 비드(bead)로 

치환해 시스템을 축소하고 자유도를 감소시켜 계산 가능한 스케일을 

확장하는 축소 해석(Coarse graining (CG))이 연구되고 있다. 이는 

기존 시스템의 특정한 분자적 성질을 유지하면서, 계산 가능한 시공간적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Langeloth 등은 가교 결합된 

에폭시와 금속 표면의 계면 특성을 모사하기 위해 iterative Boltzmann 

inversion에 기반한 CG 모델을 제안하였다. B. Arash 등은 PMMA의 

물성을 예측하기 위해 원자 단위 모델과의 변형 에너지 보존(strain 

energy conservation)에 기반한 CG 모델링을 제안했다 [7, 8]. 

본 연구는 고분자 재료의 기계적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 축소 

분자동역학 전산모사 해석을 사용하였다. 변형 에너지 보존에 기반한 

CG 포텐셜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 가능한 시공간적 스케일을 

확장시켜, 원자 단위의 기존 분자동역학 전산모사로는 해석할 수 없는 

범위의 분자량을 가진 열가소성 고분자와 나노 입자가 삽입된 열경화성 

고분자 기지 나노 복합재를 모사하고 재료의 기계적 거동을 정확히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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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산모사 해석 방법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열가소성 고분자는 폴리프로필렌이며, 고분자 

기지 나노 복합재는 기지재로 EPON 862와 TETA 조합의 에폭시 

소재를 사용하고 강화재로 탄소 나노튜브(CNT)를 사용하였다. 초기 

원자 단위 모델 및 CG 포텐셜 에너지 구성 과정은 Accelrys 사의 

Materials Studio 2016을 사용하였고, 재료의 인장 전산모사는 Sandia 

연구소의 LAMMPS로 수행하였다. 기존 원자들 간의 공유 결합 및 

비공유 결합 상호작용은 PCFF로 모사하였다.  

 

2.1 초기 CG 포텐셜 구성  

원자 단위 시스템에서는 원자 간의 상호작용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원자 간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을 수식으로 나타낸 PCFF, 

COMPASS 등의 상용 포텐셜을 사용한다. 따라서 비드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드 간의 상호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포텐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물성 모사를 목표로 

하여 원자 단위 모델과 CG 모델의 변형 에너지 보존을 기반으로 한 CG 

포텐셜을 구성하였다. 식 (1)과 같이 CG 포텐셜은 공유결합 bond, 

angle, dihedral 항과 비공유결합 van der Waals 항의 합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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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𝑈𝑡𝑜𝑡𝑎𝑙 = ∑ 𝐸𝑏𝑖𝑖 + ∑ 𝐸𝑎𝑗𝑗 + ∑ 𝐸𝑑𝑘𝑘 + ∑ 𝐸𝑣𝑑𝑊𝑙𝑚𝑙𝑚 + 𝑈𝑂  (1) 

 

Material studio 2016에서 Bond, angle, dihedral과 van der Waals 

항에 해당하는 기본 형태를 모델링하여 국소적인 변형을 준 후, 변형에 

따른 변형 에너지 변화를 계산하여 각각의 근사 식 (2)-(5)에 맞는 

계수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근사식을 합하여 초기 CG 포텐셜을 

구성하였다. 

 

 𝐸𝑏(𝑑) =
𝐾𝑑

2
(𝑑 − 𝑑𝑂)2  (2) 

 𝐸𝑎(𝜃) =
𝐾𝜃

2
(𝜃 − 𝜃𝑂)2  (3) 

𝐸𝑑(∅) =
1

2
∑ [𝐵𝑗𝑗 {1 + 𝑑𝑗 cos(𝑛𝑗∅ − ∅𝑂)}]   (4) 

 𝐸𝑣𝑑𝑊(𝑟) = 𝜀{(
𝜎

𝑟
)

2𝑛
− 2 (

𝜎

𝑟
)

𝑛
} (5) 

 

2.2 가교 결합 방법론  

CG 모델에서 가교 결합을 구현하기 위해 그림 1와 같이 이미 가교 

결합된 분자들(representative molecules)을 모델에 삽입하여 목표한 

가교 결합 정도를 구현하는 representative molecule metho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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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보이는 이 방법은 이미 

가교 결합된 분자들 간의 결합과 가교 결합의 구조적 분포를 모사할 수 

없지만, 타 방법들에 비해 월등한 계산 효율을 보이고, 가교된 에폭시 

구조의 기계적, 열적 물성을 특성화하는 것에서 타 방법과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와 잘 부합한다고 알려져 있다[3, 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에폭시의 가교 결합 정도에 따른 기계적 물성 변화를 모사하기 위해 

representative molecule method를 가교 결합 방법론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1. 이미 가교 결합된 분자 (가교율 50%) 

 

2.3 셀의 구성 및 안정화 

 폴리프로필렌 모델의 경우, 단위 분자 당 단량체 개수를 다르게 

설정하여 분자량이 다른 모델을 구성하였다. CG 모델을 사용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실제 실험에 사용되는 분자량까지 범위를 확장하였다. 

에폭시 모델의 경우, 가교 결합 정도가 다른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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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모델에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다른 가교 결합 방법론을 채택해 

가교 결합을 형성하였다[10]. 원자 단위 모델에는 PCFF 포텐셜, CG 

모델에는 도출된 CG 포텐셜을 적용한 후, conjugate gradient 방법을 

이용하여 단위 셀 내부의 에너지를 최소화하였다. 이후 500K과 

300K에서 차례로 1ns NVT 앙상블을 제공했고, 마지막으로 3ns NPT 

앙상블을 적용하여 대기압 조건에서 평형상태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응력-변형률 선도를 도출하기 위해 평형상태에 도달한 셀에 변형률 

0.2까지의 단축 인장 전산모사를 수행하였다. 구성한 단위 셀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Model # of monomer per molecule Density [g/cc] 

100mer AA 100 0.79 

200mer AA 200 0.80 

100mer CG 100 0.78 

200mer CG 200 0.81 

1000mer CG 1000 0.79 

4700mer CG 4700 0.78 

Exp [11] 4700 ~ 0.85 

표 1. 폴리프로필렌 모델의 단위 셀 구성 

 

 



７ 

 

Model Conversion ratio [%] Density [g/cc] 

AA_1 16.67 1.09 

AA_2 33.33 1.17 

AA_3 50.00 1.15 

CG_1 16.67 1.12 

CG_2 33.33 1.11 

CG_3 50.00 1.09 

표 2. 에폭시 모델의 단위 셀 구성 

 

3 변형 에너지 보존 

 

3.1 국소 변형 에너지 보존 

원자 단위 모델과 CG 모델 간의 변형 에너지 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모델에서 bond, angle, dihedral 그리고 van der Waals 항의 

기본 형태를 추출하여 국소 변형에 따른 변형 에너지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CG 모델이 원자 단위 

모델의 변형 에너지 변화를 정확하게 모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８ 

 

 

그림 2. 원자 단위 모델과 CG 모델의 각 항 변형 에너지 변화 비교 

 

3.2 전체 변형 에너지 보존 

 

그림 3. LJ 포텐셜 계수를 얻기 위한 반복 계산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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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 모델이 원자 단위 모델의 국소적인 변형 에너지 변화를 

효과적으로 모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전반적인 기계적 

거동까지 모사하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탄성 계수나 항복응력과 같은 원자 단위 모델의 전체적인 기계적 물성을 

나타내고 있는 응력-변형률 선도를 CG 모델이 모사할 수 있도록 초기 

포텐셜을 수정하였다. 수정 작업은 그림 3에 기반한 반복 계산으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밀도가 비약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포텐셜을 적용하여 도출한 응력-

변형률 선도 및 기계적 물성을 그림 4와 표 3에 도시하였다. 이를 통해 

CG 모델이 원자 단위 모델의 전반적인 기계적 거동을 효과적으로 

모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폴리프로필렌 원자 단위 모델과 CG 모델의 응력-변형률 

선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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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00mer AA 100mer CG 

Young’s modulus [GPa] 0.89 0.95 

Yield stress [MPa] 32.6 33.5 

 

Model 200mer AA 200mer CG 

Young’s modulus [GPa] 0.96 0.98 

Yield stress [MPa] 33.4 34.2 

표 3. 폴리프로필렌 모델의 기계적 물성 

 

4 전산모사 해석 결과 

 

4.1 열가소성 고분자의 기계적 거동 

사슬 구조를 가진 열가소성 고분자의 경우, 실제 실험에 사용되는 

범위의 분자량을 모사하고자 하면, 전체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개수의 분자를 분자동역학 전산 모사에 사용되는 단위 셀에 포함시키는 

것에 시공간적 제약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CG 

방법론으로 전산모사의 스케일을 확장하여 열가소성 고분자의 분자량이 

기계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자 한다. 

 

 



１１ 

 

4.1.1 반복 하중 하의 기계적 거동 

단위 분자의 분자량이 열가소성 고분자의 기계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반복하중 전산모사를 시행하였다. 같은 분자량의 

원자 단위 모델과 CG 모델에 5회 반복 하중 전산모사를 수행한 결과를 

그림 5에 도시하였다. CG 모델은 원자 단위 모델과 아주 흡사한 거동을 

보였고, 항복 응력 이상의 하중에서 소성 변형을 일으켜 변형률이 

누적되는 이력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CG 모델을 사용했을 시 

같은 시뮬레이션에 대해 30배 정도의 계산 효율을 보였다. 

 

그림 5. 폴리프로필렌 원자 단위 모델과 CG 모델의 5회 반복하중 하의 

응력-변형률 선도 비교 

 

Model 100mer AA 100mer CG 1000mer CG 4700mer CG 

Simulation time [h] 341.5 12.2 16.0 20.7 

표 4. 5회 반복하중 전산모사에 소요된 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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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량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다른 CG 모델에도 10회 반복 

하중 전산모사를 수행하였다. 공통적으로 이력현상이 관찰되었으며, 

분자량이 커질수록 이력현상의 크기가 커지나 이력현상의 수렴 정도는 

작아짐을 확인하였다. 

 

 

그림 6. 폴리프로필렌 CG 모델의 10회 반복 하중 하의 응력-변형률 

선도 

 

4.1.2 반복 하중 하의 구조적 변형에 대한 해석 

분자량에 따른 경향성을 보다 정량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식 (6), 

(7)와 같이 radius of gyration과 orientation parameter를 계산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𝑅𝑔 는 분자의 무게중심으로부터 단량체까지의 

거리를 뜻하고, 하중 방향 성분과 하중 횡방향(transverse) 성분을 

따로 계산하였다. Orientation parameter는 단량체 사이를 잇는 

벡터들의 하중 방향 성분을 계산한 것으로, 이의 변화를 첫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사이클 내에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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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𝑅𝑔
2 =

1

∑ 𝑚𝑖
∑ 𝑚𝑖 [(𝑥𝑖 − 𝑥𝑐𝑜𝑚)2 + (𝑦𝑖 − 𝑦𝑐𝑜𝑚)2 + (𝑧𝑖 − 𝑧𝑐𝑜𝑚)2 (6) 

 𝑆𝑥 =
1

2
(3𝑐𝑜𝑠2𝜃𝑥 − 1)  (7) 

 

그림 7. 분자량에 따른 radius of gyration 

 

그림 8. 분자량에 따른 orientation parameter (1st, 5th, 10th rep) 

 

 그림 7에서 분자량이 커질수록 𝑅𝑔 의 변화량 또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중 방향 𝑅𝑔이 증가한다는 것은 하중이 반복됨에 따라 뭉쳐 

있던 고분자가 하중 방향으로 풀림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자량이 클수록 

고분자가 하중 방향으로 더욱 많이 풀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에서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 하중이 주어질 시 분자가 하중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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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고 하중이 제거될 시 다시 엉키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이력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분자량이 작을수록 각 cycle 내에서 

orientation parameter 그래프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이는 하중 

방향으로 같은 정도만큼 정렬되기 위해 필요한 변형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림 8에서 분자량이 커질수록 각 cycle 그래프 간 

간격이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간의 간격은 이력현상의 수렴의 

정도를 나타내고 이를 통해 분자량이 클수록 같은 횟수의 반복 하중에 

대한 이력현상의 수렴 정도가 작으며 수렴하기까지 더 많은 반복 하중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4.2 고분자 나노 복합재의 기계적 거동 

열경화성 고분자는 가교 결합으로 인해 그물 구조를 형성한다. 에폭시 

소재에서 가교 결합의 정도가 커지면 탄성계수, 전단탄성계수와 같은 

기계적 물성이 증가한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CG 방법론을 

열경화성 고분자로 확장해 가교 결합 정도가 열경화성 고분자의 기계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모사하고자 한다. 

또한, 나노 복합재에서 입자와 기지 간의 상호작용으로 계면이 

형성된다. 강화 입자가 나노미터 수준으로 작아지게 되면 체적 대비 

표면적의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계면의 영향력 또한 매우 커지게 된다. 

더 나아가 나노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계면의 영향력이 더욱 커져 

기계적 물성이 증가하는 크기효과가 분자동역학 전산모사나 실험을 통해 



１５ 

 

관찰되고 있다. 이는 나노 복합재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12-15]. 따라서 탄소 나노튜브(CNT)가 함유된 

에폭시 기지 나노 복합재에서 입자의 크기에 따른 나노 복합재의 계면 

특성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4.2.1 가교 결합 정도에 따른 응력-변형률 선도 

표 2에 제시된 모델의 응력-변형률 선도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9에 도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G 방법론과 가교 결합 

방법론 representative molecule method가 가교 결합에 따라 달라지는 

원자 단위 모델의 응력-변형률 선도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모사하고 

있으며, 기계적 물성이 강화되는 경향성 또한 모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0.000 0.025 0.050 0.075

0

28

56

 

 

s
tr

e
s
s
(M

p
a
)

strain

 16% AA

 33% AA

 50% AA

 16% CG

 33% CG

 50% CG

 

그림 9. 가교율에 따른 에폭시 원자 단위 모델과 CG 모델의 응력-

변형률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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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나노 입자 크기에 따른 계면 특성 변화 

탄소 나노튜브가 삽입된 열경화성 고분자 기지 나노 복합재 원자 단위 

모델과 CG 모델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으며, CNT의 체적분율은 

4.5%로 고정하였고 가교 결합의 정도는 50%가 되도록 초기 구조를 

형성하였다. 구성한 셀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Model CNT Chirality CNT D [Å ] Cell size [Å ] 

CNT AA_1 (16,0) 12.53 52.51 

CNT AA_2 (14,0) 10.96 45.08 

CNT AA_3 (12,0) 9.39 38.84 

CNT CG_1 (16,0) 12.53 52.35 

CNT CG_2 (14,0) 10.96 45.22 

CNT CG_3 (12,0) 9.39 38.47 

표 5. CNT/에폭시 나노복합재 단위 셀 구성 

 

계면 영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입자와 기지 간의 고유한 접착 

특성을 나타내는 interfacial energy density를 식 (8)와 같이 

계산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𝐸𝑖𝑛𝑡𝑒𝑟𝑎𝑐𝑡𝑖𝑜𝑛

𝑉𝑓𝑖𝑙𝑙𝑒𝑟
=

𝐸𝑛𝑎𝑛𝑜𝑐𝑜𝑚𝑝𝑜𝑠𝑖𝑡𝑒−(𝐸𝑓𝑖𝑙𝑙𝑒𝑟+𝐸𝑚𝑎𝑡𝑟𝑖𝑥)

𝑉𝑓𝑖𝑙𝑙𝑒𝑟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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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NT 크기에 따른 원자 단위 모델과 CG 모델의 interfacial 

energy density 

  

그림 10에서 원자 단위 모델 결과를 비교하면, CNT 크기가 

작아질수록 interfacial energy density의 크기가 증가하는 크기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 CG 모델에서도 이러한 크기효과에 따른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원자 단위 모델과 CG 모델의 interfacial energy 

density 비교를 통해 CG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 CG 

모델이 CNT의 크기에 따라 계면의 특성이 강화되는 크기효과 또한 

효과적으로 모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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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축소 분자동역학 전산모사를 이용하여 고분자의 

기계적 물성을 예측할 수 있는 멀티스케일적 접근을 제시했다. 변형 

에너지 보존에 기반한 CG포텐셜을 구성하여, 기존 원자 단위 

분자동역학 전산모사로 해석할 수 없었던 범위의 열가소성 고분자의 

응력-변형률 선도를 도출하고, 반복 하중 하의 기계적 거동을 

정량적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제시된 CG 방법론과 가교 결합 방법론을 

사용하여, 가교 결합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열경화성 고분자의 기계적 

거동을 모사하였다. 추가적으로 탄소 나노튜브가 함유된 고분자 나노 

복합재의 계면 특성과 나노 입자의 크기효과까지 모사하였다. CG 모델이 

다양한 원자 단위 모델의 기계적 물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함을 

검증함으로써, 계산 가능한 스케일을 확장함과 동시에 메조스케일에서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하는 분자동역학 전산모사 모델로서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추후 제시된 연구 결과를 확장하면 고분자의 피로·노화 

현상이나 고분자 나노 복합재의 나노 입자의 배열 형태, 분포에 따른 

특성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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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scale approach on 

thermoplastic and thermosetting 

polymer based on the coarse-

grained molecular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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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olymer and polymer-matrix nanocomposite have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 due to useful properties and high potential, 

various studies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to predict their 

properties. As a result, many attempts have been made to analyze 

their characteristics at various scales in the molecular dynamics (MD) 

simulation. Among them, coarse-grained MD simulation has the 

advantage of maintaining the molecular details while effectively 

extending size and time scale of simulation to describe mesoscale 

properties with less computational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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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multiscale simulation approach based on the coarse-

grained MD is implemented to predict mechanical properties of 

polymer. The new coarse-grained potential is derived from strain 

energy conservation between all-atom and coarse-grained model. 

Through this potential, mechanical behavior of thermoplastic polymer 

under cyclic loading are simulated, which is out of all-atom MD 

simulation range. Furthermore, structural variation by molecular 

weight in thermoplastic polymer is quantitatively examined. The 

same methodology is applied to study thermosetting polymer-matrix 

nanocomposite with carbon nanotubes. Variation of mechanical 

behavior by crosslink density and interfacial property by carbon 

nanotube size in nanocomposite ar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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