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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세대 컴퓨터인 MANIAC

• 1953년, 컴퓨터를 이용한 첫
Simulation 시작.

• 1953년, 랜덤한 숫자를 이용한 시
뮬레이션, Monte Carlo발견.

• 1957년, Molecular Dynamics
를 이용해 뉴턴의 운동방정식 계산
하는 solution발견.



MOLECULAR DYNAMICS

• 통계역학을 통해 시간에 따른 시스템의 온도, 압
력과 같은 눈에 보이는 Macroscopic한 특성
으로 바꾸는 것

MONTE CARLO

• 랜덤한 수의 반복을 통해 통계화하여 실험값을
구하는 방법



MD simulation of subtilisin complexed with 
a competitive inhibitor in water





K? R?

간소화 된 Form



Lennard-Jones potential

x축 : 거리, y축 : potential energy

Lennard-Jones potential 식 :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스템 구성시 편의를 위해 쓰는 기술.

시스템 가장자리 벽과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함.

PBC는 벽과의 상호작용을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시스템을 BOX로 쪼갠다!!



PBC(Periodic Boundary Conditions)는 벽과의 상호작용
을 생략하기 위해 나온 것

▶시스템을 box로 쪼갠 그림



시스템 안의 모든 분자와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힘듦.

MIC를 적용해 영향을 줄 만한 분자 선별

정해진 분자와의 거리만을 구한다!!



MIC를 수행하는 방법.
• 첫번째, 한 분자와 시스템 내 다른 분자와의 거리를 구할 때 한 분자와 가장 가까

운 Periodic image만 고려하는 방법
• 두번째는 cutoff distance, rcut을 정해 그 이상의 거리에 있는 분자들은 계

산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



Lennard-Jones potential

거리가 멀어질수록 potential energy의 절대값이 줄어들
면서 total potential의 합에 영향을 적게 준다.
∴ 일정 거리 이상의 분자는 생략을 해도 지장이 없다!!



실제 code의 일부분

• 윗부분의 세줄 ☞ 첫번째 방법
• 네 번째 줄 ☞ 첫번째 방법 이후 거리를 다시 계산
• 다섯 번째 줄 ☞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할 분자를 선별 후 실제

계산.





물질의 다양한 물성을 조절하여 원하는 시스템을 설계하
는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

• 타당한 전위식 모델 선정과 실험을 통한 검증이 선행되어 해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 큰 영역(large-scale)의 해석 기술개발과 멀티스케일, 병렬처리 등 계산
환경의 구축도 필요

haptic 기술개발과 interactive한 실감영상을 위한 연구

• DVS(Design Verification System)와 같은 사용자 기반의 해석 시스템 개
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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