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eA 란

MedeA는 금속, 합금, 세라믹, 유리, 고분자 및 반도체, 촉매뿐 아니라 기체 와 액체등 물질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물성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벌크뿐 아니라 표면과 계면
그리고 나노구조, 클러스터 등 어떤 형태의 물질에 대해서도 물성예측이 가능하다. 물성계산은
양자역학, 통계역학, 그리고 실험치와 연동된 고전역학과 전자역학등을 기반으로 계산하여,

밴

드 계산, 몬테 칼로 계산을 바탕으로 금속 세라믹 반도체 등의 열역학 물성, 재료에 대한 구조
평가, 광학 물성, 자성, 탄성, 진동 등의 물성을 얻을 수 있다.
MedeA 기존의 명령어 기반의

"계산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및 네

트워크 기술을 융합하여 시뮬레이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한 통합 환경"으로 디자인되어있
으므로, 에너지, 반도체, 항공, 철강, 자동차, 합금설계, 석유화학등과 같은 영역에서 빠르고 정
확하게 재료설계를 해야하는 공학자와 과학자뿐 아니라, 대학에서의 교육용으로도 활용도가 높
은 프로그램이다.

MedeA 의 특성
-

1. 기본환경 : 결정구조 모델의 구축 및 계산을 그래픽인터페이스(GUI)를 통해 수행

-

2.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InfoMaticA) : 결정구조를 검색하고 상세한 구조 정보 제공

-

3. Job 관리 : 독자적인 job 관리 시스템으로 작업할당 및 계산횟수를 자동으로 조정

-

4. 제 1원리 계산 (VASP) : 제 1원리원자상태계산 프로그램인 VASP 가 탑재되어, GUI 상에

서

밴드계산등을 수행..

-

5. 열역학물성(Gibbs) : 기체.액체의 열역학적 물성을 몬테카를로법으로 계산

-

6. 격자진동(Phonon), 탄성(MT) : VASP 와 연동하여 계산 격자진동특성, 탄성특성등을 계산

1. 기본 환경: MedeA의 기본 환경은 결정 구조 모델의 구축 및 계산 결과를 얻기위해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GUI 상에서 결정 구조 모델을 구축 편집할 수 있고, 모든 공간군을 지원하며, 대칭을 자동으로 결
정하는 등, 결정구조의 모델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결함을 만들고 원소의 치환,
삽입등 슈퍼셀을 만들고 표면 모델을 만드는 등 구조를 자유롭게 만들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
추고 있다.
1) Substitutional Search
치환형 자리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다. 치환자리가 여러 개일 경우 대칭성을 고려하여 모
든 치환될 수 있는 조합을 검색한다. 또한 치환자리간 거리를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2) Empty Space Finder

결정 격자 사이의 틈새를 검색하여 삽입형 자리(interstitial site)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소합금재료의 수소자리등의 검색등에 사용할 수 있다.

3) Molecular Builder
분자구조를 만드는 도루로, 결정구조 모델과 결합하여, 고체 표면에서의 분자의 흡착등를 모델링
하는데 유용하다.

4) Supercell Builder
Supercell 을 구축할 수 있다.

5) Surface Builder

지정된 거울면을 잘라, 표면 slab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기능으로, 원자층의 수와 진공층
의 크기 및 종단면등을 쉽게 설정할 수 있다.

6) Interface builder
계면 모델을 구축할때, 두 개 표면모델간 격자의 크기와 치환위치를 조정해야하는데, 이
때 대칭면(mirror 면)을 고려하여, 자동적으로 계면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다..
* interface builder 는 옵션기능임.

7) 해석기능
밴드 구조 그리기 등 계산에서 얻어진 결과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상에서 분
석할 수 있으며, 구축한 결정모형에 대해, 대칭성 및 원자간 거리등등과 같은 정보를 얻
을 수 있도록 분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a. 구축된 결정구조묘델의 해석
-

조성, 공간군

-

원자간 거리. 각도

-

각 원자의 배위수

-

분말 x-선 패턴 계산

b. 그래프
-

밴드구조도, 상태밀도도.

c.

전하밀도 분포 표시

d. 애니메이션

-

구조최적화계산과정

-

분자동역학계산과정

e.

외부데이타지원 :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파일 형식을 지원하므로, 지금

까지 연구되었던 구조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Excel 등 다른 툴로 출력할
수 있다.
-

구조 파일 읽기
VASP 구조 파일 (POSCAR, CONTCAR)
XTL 형식 Xmol 형식, CIF 형식 CAR 형식

-

구조 파일 출력
XTL 형식 Xmol 형식, CIF 형식

-

Excel로 출력
밴드 구조도, 상태 밀도 그림

-

Vasp Data Viewer로 출력
전하 밀도 정전기 퍼텐셜
ELF (Electron Localization Function)

-

Pov - Ray로 출력

-

구조의 VRML 형식으로 출력

2.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인 InfoMaticA 를 탑재하고 있어, 결정구조데이타베이
스 (ICSD, PFB, NCD, PCD)등으로부터 결정구조를 검색하고 상세한 구조 정보를 MedeA 의 GUI
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능

1)

다양한 검색옵션
(예 : 조성 식 포함된 원소, 대칭에 대한 검색 등)

2) 자세한 구조 정보 출력
(격자 상수, 원자 위치 조성 등)

3) 참고 문헌표시
4) 각 원자의 배위 수의 그래프화
5) 분말 X 선 회절 패턴 계산
6) 기타 독자적인데이타베이스 구축

3. 작업 관리: MedeA 는 네트워크 기술을 융합한 작업관리(Job server/ Task server)기술로 네
트워크를 통한 작업할당 및 계산 횟수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컴퓨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한다.
1) Job server : 작업을 관리하는 서버로, 현재까지의 계산결과의 기록, 현재실행중인 작업을 모두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작업관리가 용이하다.

기능
- Web 브라우저에서 작업 관리 결과보기
- Cue 의 작성 및 관리
- Task Server에 계산명령
- 계산 결과의 저장. 데이타베이스관리

2.) Task Server : 계산을 수행하는 서버로, job server로부터 작업을 받아 실제 계산을 수행한 후,
계산이 완료되면 결과를 job server로 전달한다. Task server 는 Linux/Unix 환경으로도 구축할 수
있다.
기능
- Job server로부터 작업을 받아 계산 실행. 계산 결과를 job server로 전달
- 웹브라우저를 통해 작업수행상황 확인
- 병렬계산설정

4.

제 1원리계산 : MedeA 는 제1원리 전자상태 계산프로그램인 VASP 를 계산 엔진으로 탑

재하고 있다. VASP 는 밀도범함수(DTF)를 이용하여, 격자의 안정화구조, 전자기적 특성등를 계산
할 수 있다. 효율적인 행렬대각화기법으로 빠르고 정확한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안정구조와
전이상태구조의 최적화, 확산경로검토, 반응해석등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 VASP 는
Phonon, MT 등 각 계산툴의 계산엔진으로도 사용된다.

5.

열역학물성 (Gibbs): 기체 액체의 열역학적 물성을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계산한다. 저분자

의 액체.기체 평형, 저분자-긴사슬의 나노공극물질의 흡착현상등 다양한 계에 적용가능하다.

6. 물성 계산: 전자상태 계산결과를 바탕으로 격자진동과 탄성등의 물성을 계산할 수 있다.

1) 격자 진동 특성, 열역학 물성 평가 도구 :
2) 탄성 특성, 열역학 물성 평가 도구:

MedeA - Phonon

MedeA - MT

3) 전자 상태 분석: Fermi
4) Combinational build

: Combi

5) 결합 에너지 예측 도구 : PrediBond

7. 컴퓨터 사양:

하드웨어/소프트웨어(OS)

8. MedeA Cap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