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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1단계
2016.06 ~ 2019.01

(위탁 ~50,000 천원/년)

2단계
2019.02 ~ 2021.05

(세부 ~100,000 천원/년)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 방법론 확립

• 2016 (논문 1건)
- DFT 프로그램 확보 및 코드 개발
- MD 프로그램 확보 및 코드 개발
- 전기화학 기술에 중요한 QM 및 MM의 정전기적 상호 작용
방법 설계

• 2017 (논문 1건)
- 스크립트 언어 기반의 두 시뮬레이션 통합 환경 구축
- 전해질-화학종의 QM/MM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 전극 이론과의 결합을 통한 전자 전달 kinetics 기술 방법
개발

• 2018 (논문 3건)
- Grid 기반 두 시뮬레이션의 communication 방법 개발
- 전해질의 전극 표면 용매화 효과 기술을 위한 방법론 개발
-개발한 QM/MM 방법을 이용하여 대표적인 전기화학적 특성
시뮬레이션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 고도화 응용 연구 및 플랫폼화

• 2019 (논문 3건)
- QM/MM 시뮬레이션 방법론의 체계화/모듈화
- 삼차원 grid 기반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 방법론의 범용성
확보를 위한 요소 기술 개발
- QM/MM 시뮬레이션의 다양한 실제 검증 사례 연구를 통한
scale-bridging 기술의 신뢰도 확보

• 2020~2021 (논문 2+@건)
- 계산화학 플랫폼 내 QM/MM 멀티스케일 모듈의 기능 확장
및 이식성 향상
- QM/MM 시뮬레이션의 전기화학 계면 시스템 적용 연구
- 삼차원 grid 기반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 요소 기술 확립

DFT-CES 
Applications

DFT-CES 
고도화 및 플랫폼화

• 분자-용매 DFT-CES 플랫폼화

• Charged DFT-CES 방법론 확립

• 전기이중층 원천 연구

• 전기화학 촉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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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T-CES 방법론 응용연구
# Hydrophobic Molecular Solvation

Lee et al., Molecules, 23(11), 2018, 2927

Lee et al., J. Chem. Theory Comput. 15(3), 2019, 1538-1545

# Solid-liquid interface

Gim et al., J. Phys. Chem. Lett., 2018, 9, 1750

Gim et al., Sci. Rep., 2019, 9,  1-7

Cho et al., J. Phys. Chem. C., 2020, 124(21), 11392-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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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T-CES 방법론 고도화
 More realistic electrochemical solid-liquid interface modeling based on advanced DFT-CES

DFT-CES with applied Voltage

Voltage apply
via 

Fermi level control
(QM)

Charge compensation 
via 

charged electrolyte
(MM)

excess
ions

excess
electrons

QM

MD

QM charged rho
+

MM charged rho

QM ESP charge
+

charged MM particles

Internal QM Poisson solver
with 

dipole correction

QM charged rho
-

QM ESP charge

External Poisson solver
with 

dipole correction

When,
𝜌𝜌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 𝜌𝜌𝑠𝑠𝑡𝑡𝑡𝑡𝑠𝑠𝑡𝑡𝑠𝑠 + 𝜌𝜌𝑠𝑠𝑡𝑡𝑡𝑡𝑠𝑠𝑠𝑠𝑠𝑠𝑡𝑡 ∇2𝑉𝑉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 −𝜌𝜌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𝜀𝜀

𝜌𝜌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𝑡𝑡𝑛𝑛𝑡𝑡𝑡𝑡 = 𝜌𝜌𝑠𝑠𝑡𝑡𝑡𝑡𝑠𝑠𝑡𝑡𝑠𝑠 − ∑𝑖𝑖
𝑁𝑁𝑠𝑠𝑡𝑡𝑡𝑡𝑠𝑠𝑡𝑡𝑠𝑠 𝑞𝑞𝑖𝑖𝛿𝛿(𝑟𝑟 − 𝑟𝑟𝑖𝑖)) ∇2𝑉𝑉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𝑡𝑡𝑛𝑛𝑡𝑡𝑡𝑡 = −𝜌𝜌𝑠𝑠,𝑛𝑛𝑠𝑠𝑠𝑠𝑡𝑡𝑛𝑛𝑡𝑡𝑡𝑡

𝜀𝜀

𝜌𝜌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𝑡𝑡 = ∑𝑖𝑖
𝑁𝑁𝑠𝑠𝑡𝑡𝑡𝑡𝑠𝑠𝑠𝑠𝑛𝑛𝑡𝑡 𝑞𝑞𝑖𝑖𝛿𝛿(𝑟𝑟 − 𝑟𝑟𝑖𝑖) + ∑𝑖𝑖

𝑁𝑁𝑠𝑠𝑡𝑡𝑡𝑡𝑠𝑠𝑡𝑡𝑠𝑠 𝑞𝑞𝑖𝑖𝛿𝛿(𝑟𝑟 − 𝑟𝑟𝑖𝑖) ∇2𝑉𝑉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𝑡𝑡 = −𝜌𝜌𝑠𝑠+𝑠𝑠,𝑛𝑛𝑠𝑠𝑡𝑡
𝜀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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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T-CES 방법론 고도화
 More realistic electrochemical solid-liquid interface modeling based on advanced DFT-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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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el-shape EDL capacitance behaviors are well described by advanced DFT-CES method

DFT-CES with applied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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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T-CES 방법론 고도화
 More realistic electrochemical solid-liquid interface modeling based on advanced DFT-CES

Grid polarizability based
charge fluctuation model

Prediction H2O BE 
on Au(111) Surface

charge fluctuation @ Au(111) 
during 0.2ps water dynamics

DFT-CES with polarizable MD

Geometric & electronic structural
perturbation @ QM/MM interface

- DFT-CES-Reax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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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T-CES 방법론 플랫폼화
1단계

 Input 구조 및 모델 생성
- Materials Studio/Cerius2
- in-house scripts 
(format converting, FF typing etc.)

 QM 및 MM 초기화
- 개별 QM 및 MM run

 DFT-CES iteration
- in-house bash script

 장점: 명시적 작업, 오류 핸들링 용이

 단점: 초기 구조 작성 및 준비 작업에
많은 시간 소요, 각종 스크립트 산재

2단계
 Python-based 자동화 script
 SimPL 플랫폼 기반 자동화
 Open-source scripts 활용

- Moltemplate, openbabel etc.)

 장점:
- input 준비 시간 단축
- 접근성 용이

 단점:
- 오류 핸들링 어려움
- 스크립트 수정 어려움
(py script 6개 + SimPL plugin 10개)
- 자유로운 분석 어려움

개별
모델
작성

QM
init.

MD
init.

QM/MM
모델
작성

DFT
CES
iter.

분석

각종 변환 scripts + Python scripts

ISSUE & PLAN

개별
모델
작성

QM
init.

MD
init.

QM/MM
모델
작성

DFT
CES
iter.

분석

 QMMM 시뮬레이션의 낮은 범용성
- 계산 cost 가 상당히 높음
- QMMM 접근이 필요한 topic 제한적
- Parameter 표준화 어려움
- QM 및 MD 의 종합적인 분석 필요

 향후 접근 방향
- ASE DFT-CES Calculator 모듈화
및 procedure 표준화

--> QE 이외의 QM 코드 활용
--> 확장, 배포 및 플랫폼 이식 용이
--> 현재 DFT-CES용 QE 및 LAMMP 

patch 배포 가능

ASE calculator 기반 모듈화

개별
모델
작성

QM
init.

MD
init.

QM/MM
모델
작성

DFT
CES
iter.

분석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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