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5

제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12] B. F. Habenicht, N. P. Tani, M. R. Provorse 

and C. M. Isborn, The Journal of chemical 

physics 2014, 141, 184112. 

[13] F. Weigend and R. Ahlrichs, Physical 

Chemistry Chemical Physics 2005, 7, 3297-3305. 

[14] A. D. Becke, The Journal of chemical physics 

1993, 98, 5648-5652. 

 

제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물 분자 13개 이하의 SPC/F2 모델 물 클러스터의 

전역 최적구조 제시와 상전이 경향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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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물 클러스터는 크기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SPC/F2 모델을 적용한 물 클러스터의 전역 최적구조(global 

minimum structure)를 구하고, 이로부터 상전이 경향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 클러스터의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 중 simulated annealing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구조가 전역 최적구조가 되었다. 또, 

(H2O)𝑁𝑁𝑁𝑁과 (H2O)𝑁𝑁𝑁𝑁±1사이의 상대적 에너지 안정도와 타 모델의 전역 최적구조의 

비교를 통해 일차 상전이(first-order phase transition)와 이차 상전이(second-

order phase transition)의 경향은 각각 짝수인 N=8, 10, 12일 때와 홀수인 7, 9, 

11일 때로 나뉘었다. 

서론 

 물은 수소결합이라는 분자 간 상호작용으로 

다른 용매와는 달리 물리적 성질이 특별한 화

합물이다. 물이 존재하는 계가 대규모일 때나 

소규모일 때도 동일하게 수소결합이 존재하여 

독특한 성질을 가지지만 규모에 따라 성질이 

달라진다. 이처럼 물의 미시적인 성질과 거시

적인 성질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물 클러

스터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1] 물 분자는 극성

이 상당히 커서 다른 물 분자들과 상호작용하

는 양상이 계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아주 복

잡해진다. 이를 계산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

느 정도 근사를 통하면서도 실제 물에 최대한 

가깝게 기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

로 물 모델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물 모델은 

실제 실험적 결과 중 일부에 초점을 맞추어 계

산적 연구 결과로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된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SPC/F2 모

델(flexible simple point charge model)은 기본

적으로 분자 내 상호작용 지점이 세 곳인 물 

모델의 parameter들을 재설정한 SPC 모델에서 

O-H 신축 진동이 비조화 진동이 되는 것을 표

현한 것으로,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에서 비

교적 정확한 밀도와 유전 상수를 나타내는 것

이 특징이다.[2] 이번 연구에서는 이 모델을 적

용한 물 클러스터의 연구를 통해 최저 에너지

와 그때의 구조를 구하고 다른 모델의 결과와 

비교할 것이다. 크기에 따라 물 클러스터들의 

최적구조를 얻기 위해, 계산 방법으로는 

simulated annealing을 적용하였다. 

 다른 물 클러스터의 상전이를 관찰한 계산적 

연구에서, 물 분자 수가 가까운 물 클러스터들

의 최적구조의 에너지로부터 물 클러스터의 상

전이가 일차 상전이와 이차 상전이 중에서 어

떤 경향을 따를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얻은 결과를 대입하여 

물 클러스터들의 상대적인 안정도로부터 어떤 

상전이를 나타낼 지 예측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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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및 계산방법 

이번 연구에서는 EDISON 웹사이트에 등록

된 quantum_wate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적용된 물 모델인 SPC/F2의 분자 

간 상호작용(𝑉𝑉𝑉𝑉inter )으로는 산소 원자들 사이의 

Lennard-Jones 상호작용과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기술하고 있

으며, 분자 내 상호작용(𝑉𝑉𝑉𝑉intra)은 O-H 신축진동, 

H-H 굽힘 진동 포텐셜에너지에 관한 항들로 

나타난다. 전체 포텐셜 에너지(𝑉𝑉𝑉𝑉SPC/F2 )는 이들

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𝑉𝑉𝑉𝑉SPC/F2 = 𝑉𝑉𝑉𝑉inter + 𝑉𝑉𝑉𝑉intra (1) 

𝑉𝑉𝑉𝑉inter = �� 4𝜀𝜀𝜀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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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𝑐𝑐𝑐𝑐 �𝑏𝑏𝑏𝑏OH1 − 𝑏𝑏𝑏𝑏OH2 − 2𝑏𝑏𝑏𝑏OHeq� �𝑏𝑏𝑏𝑏HH − 𝑏𝑏𝑏𝑏HHeq�

+𝑑𝑑𝑑𝑑 �𝑏𝑏𝑏𝑏OH1 − 𝑏𝑏𝑏𝑏OHeq� �𝑏𝑏𝑏𝑏OH2 − 𝑏𝑏𝑏𝑏OHeq� (3)

𝑅𝑅𝑅𝑅O𝑖𝑖𝑖𝑖O𝑗𝑗𝑗𝑗는 𝑖𝑖𝑖𝑖, 𝑗𝑗𝑗𝑗번째 산소 원자 사이의 거리, 𝑅𝑅𝑅𝑅𝑖𝑖𝑖𝑖𝑗𝑗𝑗𝑗𝑚𝑚𝑚𝑚𝑛𝑛𝑛𝑛

는 i번째 물 분자의 m번째 전하와 j번째 분자

의 n번째 전하 사이의 거리이다. 모델에서 𝑞𝑞𝑞𝑞O
와 𝑞𝑞𝑞𝑞H는 각 원자의 부분 전하, 𝜎𝜎𝜎𝜎와 𝜀𝜀𝜀𝜀는 LJ 파

라미터이다. 𝑏𝑏𝑏𝑏12는 원자 1, 2 사이의 결합길이

이고, 𝑏𝑏𝑏𝑏12eq는 그 결합의 평형 결합 길이이다.

자세한 값들은 Table 1에 요약하였다.[3] 

 계산방법으로는 Cambridge Cluster Database

에 수록된 TIP3P, TIP4P, ab initio 계산 결과인 

전역 최적구조를 시작구조로 하여 simulated 

annealing을 실시하였다.[4],[5] 온도는 최고온도

로부터 10K까지 등차수열로 하는 4개의 온도

에서 각각 1ns씩 순차적으로 온도를 바꿔가며 

계산을 진행하였다. 세부적인 계산조건으로는 

1 스텝당 1fs 간격으로, 10fs 마다 에너지와 구

조를 기록하였다. 전체 샘플링 시간은 물 클러

스터 크기에 따라 상이하나 15~60 ns진행하였

다. 최고온도의 범위는 물 클러스터의 사이즈

를 고려하여 330K~370K에서 달리 적용했다. 

단, 계산 도중 물 클러스터가 해체되어 두 개 

이상의 클러스터로 나뉘는 경우엔 중단하고 이

전 결과에서 seed를 달리하여 다시 시작하였

다. 

타 문헌에서 얻은 구조와 에너지는 0K에서 

최적화된 구조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

에서 얻은 데이터와의 최대한 가까운 조건에서

의 비교를 위하여 추가적인 계산을 시행하게 

되었다. 10K에서 얻은 구조 중 가장 안정한 구

조를 전역 최적구조로 간주하고, 다시 7.5K, 

5.0K, 2.5K, 0.1K으로 온도를 낮춰가며 1 스텝당 

0.1fs 간격으로 10fs 마다 에너지와 구조를 기

록하였고, 전체 0.5ns 동안 샘플링 하도록 계

산하였다. 0.1K에서의 구조와 에너지를 구한 후 

데이터들을 다른 모델들의 결과와 비교하는 데 

사용하였다. 

Toshihiro 외 4명의 연구에서 어떤 물 클러

스터가 녹는점을 지날 때 일차 상전이와 이차 

상전이 중 어떤 상전이를 할 것인 지에 대한 

예측 모델을 제안했다.[6] 상대적으로 안정된 구

조는 일정 부피 열용량이 한 온도에서 확연한 

변화를 나타내는 데 반해, 불안정한 구조는 넓

은 온도 범위에 걸쳐 상전이가 일어난다는 것

이다. 이는 분자 수(𝑁𝑁𝑁𝑁)에 대한 에너지(𝐸𝐸𝐸𝐸 )의 함

𝑞𝑞𝑞𝑞O −0.82 𝑏𝑏𝑏𝑏(N ∙ m−1) 180.3 

𝑞𝑞𝑞𝑞H 0.41 𝑐𝑐𝑐𝑐(N ∙ m−1) -146.9 

𝜎𝜎𝜎𝜎 (nm) 0.3165 𝑑𝑑𝑑𝑑(N ∙ m−1) 77.6 

𝜀𝜀𝜀𝜀 (kJ/mol) 0.65036 𝜌𝜌𝜌𝜌𝑤𝑤𝑤𝑤 (nm) 0.23 

𝑏𝑏𝑏𝑏OHeq(nm) 0.10 𝐷𝐷𝐷𝐷𝑤𝑤𝑤𝑤 (N ∙ m−1) 70.8 

𝑏𝑏𝑏𝑏HHeq(nm) 0.16 ∠HOH 108.0∘ 

Table 1. SPC/F2 모델 상호작용 parameter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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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및 계산방법 

이번 연구에서는 EDISON 웹사이트에 등록

된 quantum_wate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적용된 물 모델인 SPC/F2의 분자 

간 상호작용(𝑉𝑉𝑉𝑉inter )으로는 산소 원자들 사이의 

Lennard-Jones 상호작용과 산소 원자와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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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굽힘 진동 포텐셜에너지에 관한 항들로 

나타난다. 전체 포텐셜 에너지(𝑉𝑉𝑉𝑉SPC/F2 )는 이들

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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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𝑏𝑏𝑏𝑏12eq는 그 결합의 평형 결합 길이이다.

자세한 값들은 Table 1에 요약하였다.[3] 

 계산방법으로는 Cambridge Cluster Database

에 수록된 TIP3P, TIP4P, ab initio 계산 결과인 

전역 최적구조를 시작구조로 하여 simulated 

annealing을 실시하였다.[4],[5] 온도는 최고온도

로부터 10K까지 등차수열로 하는 4개의 온도

에서 각각 1ns씩 순차적으로 온도를 바꿔가며 

계산을 진행하였다. 세부적인 계산조건으로는 

1 스텝당 1fs 간격으로, 10fs 마다 에너지와 구

조를 기록하였다. 전체 샘플링 시간은 물 클러

스터 크기에 따라 상이하나 15~60 ns진행하였

다. 최고온도의 범위는 물 클러스터의 사이즈

를 고려하여 330K~370K에서 달리 적용했다. 

단, 계산 도중 물 클러스터가 해체되어 두 개 

이상의 클러스터로 나뉘는 경우엔 중단하고 이

전 결과에서 seed를 달리하여 다시 시작하였

다. 

타 문헌에서 얻은 구조와 에너지는 0K에서 

최적화된 구조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

에서 얻은 데이터와의 최대한 가까운 조건에서

의 비교를 위하여 추가적인 계산을 시행하게 

되었다. 10K에서 얻은 구조 중 가장 안정한 구

조를 전역 최적구조로 간주하고, 다시 7.5K, 

5.0K, 2.5K, 0.1K으로 온도를 낮춰가며 1 스텝당 

0.1fs 간격으로 10fs 마다 에너지와 구조를 기

록하였고, 전체 0.5ns 동안 샘플링 하도록 계

산하였다. 0.1K에서의 구조와 에너지를 구한 후 

데이터들을 다른 모델들의 결과와 비교하는 데 

사용하였다. 

Toshihiro 외 4명의 연구에서 어떤 물 클러

스터가 녹는점을 지날 때 일차 상전이와 이차 

상전이 중 어떤 상전이를 할 것인 지에 대한 

예측 모델을 제안했다.[6] 상대적으로 안정된 구

조는 일정 부피 열용량이 한 온도에서 확연한 

변화를 나타내는 데 반해, 불안정한 구조는 넓

은 온도 범위에 걸쳐 상전이가 일어난다는 것

이다. 이는 분자 수(𝑁𝑁𝑁𝑁)에 대한 에너지(𝐸𝐸𝐸𝐸 )의 함

𝑞𝑞𝑞𝑞O −0.82 𝑏𝑏𝑏𝑏(N ∙ m−1) 180.3 

𝑞𝑞𝑞𝑞H 0.41 𝑐𝑐𝑐𝑐(N ∙ m−1) -146.9 

𝜎𝜎𝜎𝜎 (nm) 0.3165 𝑑𝑑𝑑𝑑(N ∙ m−1) 77.6 

𝜀𝜀𝜀𝜀 (kJ/mol) 0.65036 𝜌𝜌𝜌𝜌𝑤𝑤𝑤𝑤 (nm) 0.23 

𝑏𝑏𝑏𝑏OHeq(nm) 0.10 𝐷𝐷𝐷𝐷𝑤𝑤𝑤𝑤 (N ∙ m−1) 70.8 

𝑏𝑏𝑏𝑏HHeq(nm) 0.16 ∠HOH 108.0∘ 

Table 1. SPC/F2 모델 상호작용 parameter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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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얻은 후 이계도함수(𝑑𝑑𝑑𝑑2𝐸𝐸𝐸𝐸/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2 )를 구했을 

때 그때의 분자 수에 해당하는 값이 대략 20 

kJ/mol 이상이라면 일차 상전이를, -15kJ/mol 

이하라면 이차 상전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간략히 다음과 나타낼 수 있다. 

△𝑁𝑁𝑁𝑁= 𝐸𝐸𝐸𝐸𝑚𝑚𝑚𝑚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𝑑𝑑𝑑𝑑 + 1) + 𝐸𝐸𝐸𝐸𝑚𝑚𝑚𝑚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𝑑𝑑𝑑𝑑 − 1) − 2𝐸𝐸𝐸𝐸𝑚𝑚𝑚𝑚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𝑑𝑑𝑑𝑑) (4) 

식에서 𝐸𝐸𝐸𝐸𝑚𝑚𝑚𝑚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𝑑𝑑𝑑𝑑)은 𝑑𝑑𝑑𝑑개의 물 분자로 이루어진 

물 클러스터의 0K에서의 최소 에너지를 의미

한다. 단순히 식에 주목하여 △𝑁𝑁𝑁𝑁의 의미를 살

펴보면, 이 값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H2O)𝑁𝑁𝑁𝑁
의 에너지가 높아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3개부터 12개까지의 물 분자를 가

지는 물 클러스터의 △𝑁𝑁𝑁𝑁을 구할 수 있었다. 

결과 및 논의 

Figure 1에 (H2O)𝑁𝑁𝑁𝑁, 𝑑𝑑𝑑𝑑 𝑁 13인 물 클러스터들

의 구조와 에너지를 수록하였다. 𝑑𝑑𝑑𝑑 = 5이하일 

때는 물 분자들이 회합하여 집합체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결

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𝑑𝑑𝑑𝑑 = 6, 9일 때는 

새로운 구조가 발견되었고, 𝑑𝑑𝑑𝑑 = 7, 11, 12, 13일 

때는 어떤 모델인지의 차이는 있지만 TIP4P, 

TIP5P, ab initio 계산 결과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에는 가까운 결과를 얻었다. 구조들의 자세한 

차이는 Figure 2에 나타나있다. SPC/F2 모델 물 

클러스터가 갖는 구조는 다른 경직된(rigid) 모

델에 비해 flexible 모델이 가지는 특성으로부

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Figure 3에 나타낸 △𝑁𝑁𝑁𝑁 값이 이번 연구의 모

델이 다른 모델들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공통된 특징은 대체로 N>7일 때 홀수, 짝수에 

따라 △𝑁𝑁𝑁𝑁이 그에 따라 이전의 값에 비해 각각  

Figure 1.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SPC/F2 모델 물 클러스터의 전역 최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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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모델, 크기별 전역 최적구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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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모델, 크기별 전역 최적구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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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한 값, 증가한 값의 에너지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상전이 경향에 대해서

도 유추해볼 수 있었다. (H2O)6는 모든 구조가 

다 다르고, △𝑁𝑁𝑁𝑁이 이전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아 이것만으로 상전이의 경향을 예상하기

엔 무리가 있다. (H2O)7는 TIP4P 모델일 때 이

차 상전이를 나타낸다고 발표된 바 있는데[6], 

TIP3P 모델도 이차 상전이를 따른다면, 구조적

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𝑁𝑁𝑁𝑁값이 충분히 

낮지 않지만, SPC/F2모델에서도 이차 상전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 중에서 두드러지게 

크거나 작은 값에 주목한다면 (H2O)8 와 

(H2O)10가 높은 안정도를 나타냈다. 이 둘은 

구조의 유사성과 큰 △𝑁𝑁𝑁𝑁값을 바탕으로 일차 상

전이를 나타낼 것이 예상된다. 대조적으로 

(H2O)9는 가장 불안정하고, 다른 모델들과 확

연히 구별되는 구조를 가짐에 주목한다면 이차 

상전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다. TIP4P모델에서 (H2O)11는 (H2O)7과 같이 이

차상전이를 나타내는 클러스터였는데,[6] TIP5P

와 SPC/F2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면서 △𝑁𝑁𝑁𝑁이 다

른 모델에 비해 높은 값을 가져서 비교적 안정

한 구조로 인해 이차상전이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H2O)12 는 TIP5P를 제외하고 

모두 다 같은 구조를 갖는데 SPC/F2의 △𝑁𝑁𝑁𝑁값이 

10.9 kJ/mol로 일차 상전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론 

SPC/F2 물 모델이 적용된 물 클러스터의 구

조를 찾아보았다. SPC/F2 모델이 가지는 특징 

때문에 다른 모델과는 다른 구조를 갖는 클러

스터들이 있었다. 또, 상대적인 에너지들로 구

조의 상대적인 안정도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크기가 작은 워터 클러스터는 상전이를 

보이는 것이 불분명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분자 

수 5개 이하 클러스터들은 제외하고 그보다 

Figure 3. 물 클러스터의 크기별 상대적 안정도(△𝑵𝑵𝑵𝑵)의 개요. Ab initio 계산 결과는

우측의 Hartree atomic unit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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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자 수를 가지는 클러스터들의 특징을 

다뤘다.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자면, 물 클러

스터의 △𝑁𝑁𝑁𝑁 >0에서 에너지적 안정성이 바탕이 

된다면 구조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일차상전

이의 경향은 유지될 것이다. 반면에, △𝑁𝑁𝑁𝑁<0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 차이에 대해 명백한 구조의 

차이가 있었고, 비슷한 에너지 값에 대해서는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 여기서 △𝑁𝑁𝑁𝑁이 뚜렷하게 

작은 값을 가지고 구조의 차이까지 나타난다면 

이차 상전이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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