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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법(그림 1)을 적용한 문제 해결 접근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학제간의 기술을 결합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멀티 스케일 해석 방법을 이용한 공학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멀티 스케일
분석 기법이란 공학문제를 해석 시 문제가 주어진 크기
스케일에서의 분석 도구만으로 거동을 파악하기 보다는
다른 크기 스케일의 분석 기법을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석 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이다. 멀티 스케일 분석 기법은 기존의
각 공학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기법 이외에도
여러 스케일의 해석 기법을 함께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므로, 공학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도구 이외에도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던 양자 및 나노 스케일에서의

<그림 1> 멀티 스케일 해석 분석 기법의 모식도. 각 스케일 별로 대표
적인 해석 도구들이 제시되어 있음.
(출처: http://tu-freiberg.de/fakult4/imfd/cms/Multiscale/multiscale.html)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고체역학
및 구조 공학적 관점에서, 특히 전산 모사 멀티 스케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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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케일 별 분석 접근 방법

하고, 이 식을 해석하여 시스템의 기계적·전기적 성질을
이해하는 수치해석 방법이다 (그림 2). 유한 개의 전자로

고체 및 구조 공학 문제를 멀티 스케일 기법으로 분석

이루어진 시스템을 시간에 독립적인 슈뢰딩거 식으로

하기 위한 스케일의 분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

나타내고 결국 고유치 문제(eigenvalue problem)를 풀게

만 양자-나노-마이크로-매크로-구조 스케일로 나눌 수

된다. 이 때 고유치(eigenvalue)는 시스템의 에너지를

있다. 구조 공학적 입장에서 구조 스케일 문제를 해결하기

의미하게 되고 고유벡터(eigenvector)는 전자의 분포확률

위하여 멀티 스케일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요지는 작은

과 관계있는 파동함수를 의미하게 된다. 실제의 계산은

크기 스케일의 거동을 이용한 근본적인 고체의 거동파악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는데 주기성이 있는 고체 해석의

을 통하여 보다 최적화된 연속체 및 구조 스케일 문제의

경우에는 밀도범함수이론(density functional theory;

해결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다. 물론 양자 역학이 적용되는

DFT)을 주로 사용하여 제일원리 계산을 하게 된다. 계산

스케일은 구조스케일과는 1010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에 필요한 에너지 준위(level)는 국소전자밀도(local

큰 크기의 차이가 존재 하여 다른 스케일의 분석 결과를

electron density)의 함수로 결정되는데, 가정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것이

국소밀도가정(local density approximation; LDA)과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러나 인접한 스케일간의 적절한

일반구배가정(general gradient approximation; GGA)

연결을 통하여 한 스케일 분석에서는 결정하기 어려운 분

을 사용하여 정의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수치해석 해의

석 인자를 멀티 스케일 기법으로 신뢰도 높게 결정함으로

기저함수(basis function)에 따라 접근 방법이 나뉜다.

써 각 스케일에서 구조체가 최적화된 성능을 발현할 수

양자 역학의 해석을 통하여 얻은 전자의 공간에서의 분포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수많은 반복 실험을 통한 시행착오

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등의 거동 특성에 대한 정보는

기법으로 목적하고자 하는 성능을 구현하는 비효율적인

전자의 전기적, 자기적 성질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며,

접근 방식 대신, 멀티 스케일 기법을 이용하여 각 분석

나아가서 재료 거동 특성에 대한 근원적인 정보를 제공하

인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여 준다. 이러한 정보는 예를 들면 인접한 나노 스케일

목표 성능을 달성하는 데 멀티 스케일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해석에 필수적인 정확한 입자 간의 포텐셜 에너지

접근법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실험으로 확인

(potential energy)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하기 매우 어려운 스케일의 고체 및 구조 거동을 전산
모사로 확인하여 보다 구조물 설계에 적용하는 데 전산
모사를 이용한 멀티 스케일 분석의 장점이 있다. 다음에
각 스케일 별 분석과 스케일 간의 연결해석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하였다.

2.1. 양자 스케일 (Quantuum Scale)
양자 스케일에서는 제일원리(ab initio 또는 first
principle)를 이용한 계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경험
법칙을 이용하지 않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단위인 전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슈뢰딩거(Schrödinger) 식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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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양자 역학으로 계산한 균열 단부에서의 전자 전하 밀도
분포(출처: Nair 외, JMP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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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나노 스케일 (Nano Scale)

분자동역학으로 신뢰도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나노 스케일의 대표적인 계산 접근 방법인 분자동역학

이러한 접근 방법이 멀티 스케일 해석을 수행하는 주요한

(molecular dynamics)은 고전적인 운동방정식을 수치적

이유 중의 하나라 하겠다.

분을 이용하여 해석함으로써 원자 혹은 입자들의 운동을
기술하는 원자 스케일의 전산모사 기법 중의 하나이다

2.3. 마이크로 스케일 (Micro Scale)

(그림 3). 분자동역학의 지배 방정식은 널리 알려진 뉴턴

고체의 거동을 기술하는 스케일이 일정 크기의 이상이

의 제 2 운동 법칙이다. 한 원자가 받는 힘은 원자간의

되면 고체를 연속체로 가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효율적이

상호작용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값을 이용하여 얻을 수

고 직관적인 접근 방법이 된다. 연속체 스케일은 마이크로

있으므로, 초기 원자들의 위치 및 속도를 알고 있으면

(micro), 메조(meso) 스케일 혹은 매크로(macro) 스케일

운동방정식과 수치적분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원자 및

로 세분화되기도 하고 통틀어 지칭하기도 하며, 관점에

입자들의 운동을 알 수 있다는 이론을 이용한다. 분자동역

따라 마이크로 스케일과 메조 스케일이 혼용되어 쓰이기도

학 수치해석의 정확도는 상호작용 포텐셜의 정확도에 의

한다. 마이크로 스케일의 해석 기법에 전위(dislocation)

해 결정되게 된다. 상호작용 포텐셜은 시스템 내의 원자들

의 움직임을 모사하는 전위 동역학(dislocation

이 주위의 원자들과 외부의 조건과 맺는 상호 관계를 표현

dynamics) 등의 기법이 있으나, 공학적인 입장에서는 더

하는 것으로 원자간의 거리에 대한 해석함수의 형태이다.

큰 스케일과 연결은 다결정(polycrystal) 고체의 거동을

이 해석함수의 파라미터는 양자 역학을 이용한 제일원리

보다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는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계산이나 실험값에 의해 경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실험

method)이 효과적이라 알려져 있고, 전술한 나노 스케일

값에 의하여 경험적으로 포텐셜을 결정하는 데에는 많은

과 직접 연결도 비교적 용이하다. 보통의 구조 재료는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므로, 최소한의 실험 결과만으로

다결정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이방성을 보유하고 있는

해석적으로 포텐셜을 결정하려는 노력이 많이 시도되고

결정들이 임의의 방향 혹은 특정 방향으로 모여서 매크로

있다. 포텐셜 결정을 위하여 양자역학 계산 결과를 분자동

스케일, 즉 구조 재료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응력-변형율

역학 계산에 연계함으로써 양자역학 계산으로 수행이

수준의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연속체 스케일에서 다결

가능한 문제보다 더 큰 범위의 문제를 제일 원리에 근거한

정 고체의 거동 해석을 위한 결정 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은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계산 요구량은 다소 많지만 정확하
고 상세한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최근에 재료 거동
분석, 개발 및 연구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4). 마
이크로 스케일에서 결정의 탄성(elasticity) 이방성 이외에도
소성(plasticity) 이방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결정내의 제한
된 결정학적 소성 변형 면 (restricted crystallographic slip
plane) 모델을 적용하여 해석을 하게 된다. 마이크로 스케

<그림 3> 합성된 알루미늄 입자의 분자동역학 해석
(출처: http://www.thp.uni-duisburg.de/gk/workshops_7.html)

일 해석을 위해서는 모델링 매개 변수들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나노 스케일에서와 같이 실험적 혹은
해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나노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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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결과만으로 마이크로 스케일의 모든 해석 매개변수를

결정에 있어 한 단계 스케일에서는 다수의 경험적 변수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와 관련된 기법 등에 대한

이용하는 대신, 멀티 스케일 해석에서는 하부 스케일 해석

연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보를 연결하여 결정한다.

2.5. 구조 스케일 (Structural Scale)
구조공학에서 다루는 구조 시스템의 거동을 분석하는
구조 스케일은 매크로 스케일과 같이 연속체 역학에 기반
하고는 있지만 해석 규모가 너무 커져서 매크로 스케일로
부터의 얻은 정보도 구조물 범위 전체에 직접적으로 연결
하여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 구조스케일 모델 전체를 몇
단계의 하부 스케일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거동을 파악하
<그림 4> 금속 다결정 시편의 유한요소망

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정밀한 거동 파악에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멀티 스케일 기법을

2.4. 매크로 스케일 (Macro Scale)

적용하는 것이 멀티 스케일 분석기법의 활용도가 높다고

연속체 가정이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매크로 스케일에

하겠다.

서는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재료의 내부
구조가 균질화(homogenization) 기법을 통해서 매크로

3. 멀티 스케일 분석기법의 구조공학 적용 예

스케일의 재료점(material point)으로 표현되며, 구조체
혹은 장치의 거동 분석에 이용된다. 매크로 스케일의 연속

구조물의 특정 거동을 제한하거나 제어하는 고성능

체 해석도 고체 및 구조공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한

장치를 개발하여 구조물의 거동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요소법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유한요소 내의 적분점

하자. 다양한 외부 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요구성능을 구조

(integration point)이 재료점(material point)이 되어

스케일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성방정식(constitutive equation)으로 모사한 해석을

매크로 스케일 고성능 장치를 설계 및 개발하는데 활용할

실시하게 된다 (그림 5). 구성방정식의 모델링 변수의

수 있을 것이다. 매크로 스케일 해석에 필요한 다양한 모
델링 변수들은 마이크로 스케일 혹은 그 하부의 스케일의
멀티 스케일 연결 해석 결과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마이크로 스케일의 거동 특성은 제일 원리로부터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검증을 입자가속기 등을 이용한
재료 거동 특성과 비교함으로써 전체 멀티 스케일 해석의
스펙트럼 안에서 모델링과 실제 거동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림 6에서는 구조 스케일과 인접한 마이크로(미세)-매

<그림 4>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구조물 댐퍼의 매크로 스케일 해석
(출처: http://www.comsol.com/showroom/gallery/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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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공학 문제 해결을 위한 멀티 스케일 분석 기법의 적용

기술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진성능 만족을 위한 최적화

4. 결언

된 면진장치 개발에 사용되는 특정 재료 거동을 파악하여
재료 설계 및 배열을 제안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구조 공학의 관점에서 양자 스케일부터 구조 스케일까지

미세 스케일에서는 하부 스케일 해석 결과 및 실험 결과를

각 스케일을 연결하여 멀티 스케일 해석을 수행하는 기법

이용하여 다결정 금속재료의 거동을 파악한다. 매크로

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멀티 스케일 기법은 슈퍼컴

스케일의 면진 장치 거동 해석에 필요한 기본 물성치를

퓨터의 발전과 함께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구조 거동을

제공하여 정확한 거동을 분석하며, 구조 스케일은 각종

해석하고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임에는 틀림없다.

해석 도구를 사용하여 하부 스케일과의 연계 해석을 실시

하지만, 방대한 계산량과 스케일 간의 정보 교환 기법 등

함으로써 구조물 거동을 기반으로 재료배열 및 장치형상의

의 산재한 문제 등으로 현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

최적화 설계를 멀티 스케일 해석을 통하여 시행한다.

에 실용적인 결과를 제시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를

아무리 다양한 기법을 여러 스케일에 걸쳐 수행하는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두 단계 정도의 스케일을

멀티 스케일 접근법이라 하더라도 장치의 개발을 포함한

연결하는 멀티 스케일 기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구조 거동을

최종 장치의 구성은 실험을 통한 검증 없이는 불가능하다.

개선하는 장치의 개발은 하부 스케일의 멀티 스케일

하지만, 이와 같이 각 스케일의 특성을 활용한 해석 및

해석에 근거하고 구조 스케일 해석으로 그 거동을 확인하는

분석 방법을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수많은

등의 접근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실험 변수를 줄여 많은 비용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저감시

위에서는 멀티 스케일 해석을 작은 스케일로부터 큰

키고, 목적하고자하는 구조물의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최

스케일에 이르기 까지 크기를 증가 시켜가며 구조 공학적

적의 구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멀티 스케일 해석 기술을

인 문제의 해결의 관점에서 기술하였으나, 그 반대인

적용하는 의의라고 하겠다.

경우, 즉 구조 스케일에서 사용되는 해석 기법 및 문제 해결

<그림 6> 멀티 스케일 설계 기술을 위한 접근 방법
Vol.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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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작은 스케일로 가지고 내려가는 접근법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그림 7). 구조공학은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시작과 함께 하였으며, 현대적인 구조공
학의 틀도 뉴턴의 법칙에 기반한 역학에 기반하여 다른
공학 분야에 비하여 그 역사가 결코 짧지 않다.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되어 왔던 구조 스케일의 공학적 해결
방법에 대한 경험과 이론을 궁극적으로 작은 스케일에
적용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멀티 스케일 기법을 어떻게 조합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사용하든, 반복적인 실험에 근거한 시행착오적인
재료, 장치 및 구조 시스템 개발을 보다 신뢰도 있는 해석을
통하여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슈퍼컴퓨
터와 같은 해석 도구와 함께, 보다 정확하고 근본적인
실험 기법의 발전이 수반되어 멀티 스케일 해석 및
실험의 상호보완적 개발 및 분석 도구를 보다 많이 활용할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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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매크로 스케일의 구조공학 기법을 작은 스케일에 적용 예
(출처: Buehler and Ackbarow, Materials Today,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