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7

제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Figure 1. HOMO-LUMO gap of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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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DISON 사업은 이공계 교육·연구·산업용 시뮬레이션 SW의 국산화 및 

활용에 취지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묘사하고자 하는 해석 

시뮬레이션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SW의 기반이론을 이해하고 

해석대상물에 따른 SW의 선택 및 조합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과정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EDISON SW만을 이용한 복합재료의 

구조해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그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서론 

EDISON 사업은 이공계 교육·연구·산업용 시

뮬레이션 SW의 국산화 및 활용에 취지를 두고 

있다. 현실에서 묘사하고자 하는 시뮬레이션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SW의 기반이론

을 이해하고 해석대상물에 따른 SW의 선택과 

조합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묘

사 난이도가 높은 복합재료의 구조해석 시뮬레

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SW의 선택 및 조합과정

을 거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EDIWON SW을 이용한 복합재료 구현의 가능

성과 그 한계를 제시한다. 

배경이론 

구조해석 시뮬레이션은 대표적으로 구조물을 

구성하는 재료, 구조물의 단면형상, 구조물의 

변형률에 따라 그 결과에서 많은 차이를 갖는

다. 구조물을 구성하는 재료의 특성은 일반적

으로 응력-변형률의 관계를 정의하는 구성방정

식에 포함된 구성행렬 𝐶𝐶̿의 구성에 따라 구분

한다. 구성방정식에 변형률-변위 관계식을 적

용하면 힘과 변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강성행렬 

𝐾𝐾를 얻을 수 있는데, 이 강성행렬이 주로 구조

해석 시뮬레이션의 입력변수로 사용된다. 강성

행렬 𝐾𝐾 를 계산하는 과정은 등방성과 이방성, 

그리고 elastic coupling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

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방성 재질 중에서

도 현실에서 복합재에 주로 사용되는 직교성 

재질을 묘사하고자 한다. 직교성 재질의 강성

행렬을 얻기 위해서는 재질의 물성치와 적층패

턴, 그리고 단면의 형상이 요구되는데 이들을 

입력변수로 사용하여 단면해석을 수행하면 해

석대상물의 강성행렬을 계산해낼 수 있다. 단

면해석을 통해 얻은 강성행렬의 정확성을 판단

하는데 있어서는 elastic coupling을 묘사한 수

준을 고려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shear 

coupling의 유무에 따른 Euler-Bernoulli level, 

Timoshenko level을 예시로 사용할 수 있다. 

Euler-Bernoulli level의 강성행렬은 Euler-

Bernoulli 보 이론에 기반하여 전단방향의 변형

이 없다는 가정을 안고있다. 따라서 Euler-

Bernoulli level의 강성행렬에는 전단방향의 강

성과 shear-bending/extension coupling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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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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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Figure 1. HOMO-LUMO gap of K2

0

1

2

3

4

5

3 4 5

E(
Ev

)

R(Å)

HF

pbe

b-lyp

b3-lyp

제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하는 항이 나타나지 않고 5×5 형태로 구성된

다. Timoshenko level의 강성행렬은 

Timoshenko 보 이론에 기반하여 전단방향의 

변형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강성행렬에 전

단강성과 shear-bending/extension coupling항

이 모두 나타나게 되어 7×7형태로 구성된다. 

σ̅ = 𝐶𝐶̿𝜀𝜀,̅   𝐶𝐶̿ = [
𝐶𝐶11 ⋯ 𝐶𝐶16

⋮ ⋱ ⋮
𝐶𝐶61 ⋯ 𝐶𝐶66

]    – (1) 

 

f̅ = 𝐾𝐾�̅�𝑢   – (2) 

Euler-Bernoulli level :  𝐾𝐾 = [
𝐾𝐾11 ⋯ 𝐾𝐾14

⋮ ⋱ ⋮
𝐾𝐾41 ⋯ 𝐾𝐾44

] – (3) 

Timoshenko level : 𝐾𝐾 = [
𝐾𝐾11 ⋯ 𝐾𝐾16

⋮ ⋱ ⋮
𝐾𝐾61 ⋯ 𝐾𝐾66

] – (4) 

 

 Euler-Bernoulli 보 이론은 얇고 긴 보에 대하

여 좋은 정확도를 갖는 반면 Timoshenko 보 

이론은 두껍고 짧은 보에 대하여 좋은 정확도

를 갖는다. 등방성 재질과 pure shear를 가정

한 1차 전단변형 이론에 대하여 두 이론을 해

석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Slenderness ratio 
𝐺𝐺𝐺𝐺𝐿𝐿2

𝐸𝐸𝐸𝐸  에 따른 끝 단 변위를 비교하여 Table.1에 

나타내었는데, slenderness ratio가 커질수록 전

단변형이 작아져서 두 이론의 해석결과가 비슷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묘사하고자 하

는 직교성 재질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shear-bending coupling

현상이 등방성 재질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된다. 

 

 
Figure 1. Euler-Bernoulli/Timoshenko 보 이론 

 

 

Table 1. Slenderness ratio에 따른 Euler-

Bernoulli/Timoshenko 보 이론의 끝 단 변위 

Slenderness Ratio 𝐺𝐺𝐺𝐺𝐿𝐿2

𝐸𝐸𝐸𝐸  
𝛿𝛿𝛿𝛿𝛿𝛿𝛿𝛿𝛿𝛿𝛿𝛿ℎ𝑒𝑒𝑒𝑒𝑒𝑒𝛿𝛿

𝛿𝛿𝐸𝐸𝑢𝑢𝛿𝛿𝑒𝑒𝛿𝛿 − 𝐵𝐵𝑒𝑒𝛿𝛿𝑒𝑒𝛿𝛿𝑢𝑢𝛿𝛿𝛿𝛿𝛿𝛿 

25 1.120 

50 1.060 

100 1.030 

1000 1.003 

 

 단면해석을 통해 행렬형태로 얻은 구조물의 

강성은 구조해석 시뮬레이션의 입력변수로 사

용된다. 현재 대부분의 EDISON 구조해석 SW

는 등방성 재질의 해석만을 제공하고 있고, 유

일하게  행렬형태의 강성 입력변수를 갖는 SW

는 Timoshenko level의 강성행렬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Euler-Bernoulli level의 강성

행렬 정보를 통해 Timoshenko level의 강성행

렬을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slenderness ratio 등 구조물의 형상에 따른 

Euler-Bernoulli/Timoshenko 보 이론의 오차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석대상물 1 

먼저 어느정도 두께를 지닌 얇은 두께의 직

사각형 단면형상의 외팔보를 해석대상물로 사

용하였다. Figure 2.에 단면의 모양을 표시하였

으며, 재료의 물성과 적층패턴을 Table 2.과 3.

에 나타내었다. 

Figure 2. 해석대상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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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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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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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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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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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항이 나타나지 않고 5×5 형태로 구성된

다. Timoshenko level의 강성행렬은 

Timoshenko 보 이론에 기반하여 전단방향의 

변형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강성행렬에 전

단강성과 shear-bending/extension coupling항

이 모두 나타나게 되어 7×7형태로 구성된다. 

σ̅ = 𝐶𝐶̿𝜀𝜀,̅   𝐶𝐶̿ = [
𝐶𝐶11 ⋯ 𝐶𝐶16

⋮ ⋱ ⋮
𝐶𝐶61 ⋯ 𝐶𝐶66

]    – (1) 

 

f̅ = 𝐾𝐾�̅�𝑢   – (2) 

Euler-Bernoulli level :  𝐾𝐾 = [
𝐾𝐾11 ⋯ 𝐾𝐾14

⋮ ⋱ ⋮
𝐾𝐾41 ⋯ 𝐾𝐾44

] – (3) 

Timoshenko level : 𝐾𝐾 = [
𝐾𝐾11 ⋯ 𝐾𝐾16

⋮ ⋱ ⋮
𝐾𝐾61 ⋯ 𝐾𝐾66

] – (4) 

 

 Euler-Bernoulli 보 이론은 얇고 긴 보에 대하

여 좋은 정확도를 갖는 반면 Timoshenko 보 

이론은 두껍고 짧은 보에 대하여 좋은 정확도

를 갖는다. 등방성 재질과 pure shear를 가정

한 1차 전단변형 이론에 대하여 두 이론을 해

석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Slenderness ratio 
𝐺𝐺𝐺𝐺𝐿𝐿2

𝐸𝐸𝐸𝐸  에 따른 끝 단 변위를 비교하여 Table.1에 

나타내었는데, slenderness ratio가 커질수록 전

단변형이 작아져서 두 이론의 해석결과가 비슷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묘사하고자 하

는 직교성 재질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shear-bending coupling

현상이 등방성 재질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된다. 

 

 
Figure 1. Euler-Bernoulli/Timoshenko 보 이론 

 

 

Table 1. Slenderness ratio에 따른 Euler-

Bernoulli/Timoshenko 보 이론의 끝 단 변위 

Slenderness Ratio 𝐺𝐺𝐺𝐺𝐿𝐿2

𝐸𝐸𝐸𝐸  
𝛿𝛿𝛿𝛿𝛿𝛿𝛿𝛿𝛿𝛿𝛿𝛿ℎ𝑒𝑒𝑒𝑒𝑒𝑒𝛿𝛿

𝛿𝛿𝐸𝐸𝑢𝑢𝛿𝛿𝑒𝑒𝛿𝛿 − 𝐵𝐵𝑒𝑒𝛿𝛿𝑒𝑒𝛿𝛿𝑢𝑢𝛿𝛿𝛿𝛿𝛿𝛿 

25 1.120 

50 1.060 

100 1.030 

1000 1.003 

 

 단면해석을 통해 행렬형태로 얻은 구조물의 

강성은 구조해석 시뮬레이션의 입력변수로 사

용된다. 현재 대부분의 EDISON 구조해석 SW

는 등방성 재질의 해석만을 제공하고 있고, 유

일하게  행렬형태의 강성 입력변수를 갖는 SW

는 Timoshenko level의 강성행렬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Euler-Bernoulli level의 강성

행렬 정보를 통해 Timoshenko level의 강성행

렬을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slenderness ratio 등 구조물의 형상에 따른 

Euler-Bernoulli/Timoshenko 보 이론의 오차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석대상물 1 

먼저 어느정도 두께를 지닌 얇은 두께의 직

사각형 단면형상의 외팔보를 해석대상물로 사

용하였다. Figure 2.에 단면의 모양을 표시하였

으며, 재료의 물성과 적층패턴을 Table 2.과 3.

에 나타내었다. 

Figure 2. 해석대상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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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해석대상물1

의 물성치𝐸𝐸𝐿𝐿 = 20.59 ·
106 𝑝𝑝𝑝𝑝𝑝𝑝 

𝐸𝐸𝑡𝑡 = 1.42 · 106 𝑝𝑝𝑝𝑝𝑝𝑝 

𝐺𝐺𝐿𝐿𝑡𝑡 = 0.8700 · 106 𝑝𝑝𝑝𝑝𝑝𝑝 𝐺𝐺𝑡𝑡𝑡𝑡 = 0.6960 · 106 𝑝𝑝𝑝𝑝𝑝𝑝 
𝜐𝜐𝐿𝐿𝑡𝑡 = 0.30 𝜐𝜐𝑡𝑡𝑡𝑡 = 0.34 

ρ = 1.47516 · 10−4  𝑙𝑙𝑙𝑙 · 𝑝𝑝2/𝑝𝑝𝑖𝑖4 

 

Table 3. 해석대상물1의 적층패턴 

No. Thickness orientation 

1 0.005˝ -15˚ 

2 0.005˝ -15˚ 

3 0.005˝ -15˚ 

4 0.005˝ -15˚ 

5 0.005˝ -15˚ 

6 0.005˝ -15˚ 

 

이 해석대상물에 대하여 ANSYS_VABS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Timoshenko level의 강성행렬

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 값과 현재 EDISON에 

등록된 Ksec2d-AE 단면해석 SW를 통해 얻은 

Euler-Bernoulli level의 강성행렬을 비교하여 신

뢰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신뢰성이 검증된 단

면해석SW를 통해 얻은 강성행렬을 실제 구조

해석 시뮬레이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성행

렬을 입력변수로 갖는 SW에 적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기능을 지원하는 유일한 SW인 

GEBA는 Timoshenko level의 강성행렬을 입력

변수로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단강

성은 무한대에 가깝게 두고, 전단변형이 발생

하지 않는다는 Euler-Bernoulli 가정을 만족시

키도록 유도하였다. 

 

Table 4. ANSYS_VABS와 

KSED2D-AE단면해석 

SW의 해석결과 비교 

Error[%] 

Extension 0.32 

Torsion -0.47 

Bending(x2-axis) -3.87 

Bending(x3-axis) -0.55 

해석결과 1 

전단변형의 유무에 따른 해석결과차이를 비

교하기 위해 먼저 고정된 외팔보에 대하여 길

이를 바꿔가며 해석결과의 경향성을 파악하였

다. 이 결과에 대해 Euler-Bernoulli level의 해

석결과와 Timoshenko level의 해석결과를 비교

하고자, 보의 길이에 대한 끝 단 변위의 비율

에 따른 두 이론의 해석결과의 차이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Figure 3. 끝 단 변위비에 따른 Euler-

Bernouli/Timoshenko 보 이론의 오차율 

 

Figure 3.를 살펴보면 보의 길이에 대한 끝 

단 변위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즉 대변위를 보

이는 거동상황일수록 전단변형의 유무에 의한 

오차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오차율이 25%이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Euler-Bernoulli level

의 강성행렬에서 전단방향으로 매우 강하게 묘

사되었기 때문에 전단방향으로 두꺼운 단면의 

특성에 의해 극복할 수 없는 오차율이라고 판

단된다. 다음으로는 고정된 외팔보가 아닌 회

전하는 외팔보에 대해서 같은 해석을 수행하여 

Figure 3.에 함께 나타내었는데 더 큰 오차율과 

함께 끝 단 변위비가 커질수록 수렴하는 경향

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끝 단 변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결과, 먼저 Figure 4.(a)에 나타

낸 z방향 변위에서는 Timoshenko level과 

Euler-Bernoulli level 해석결과가 공통적으로 

313



150

제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Figure 1. HOMO-LUMO gap of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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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부분에서 관성력에 의한 진동이 관측되었

다. Figure 5.(a)에 나타낸 회전하는 보의 y방향

의 변위에서 Timoshenko level에서만 원심력에 

의한 가진과 외력에 의한 가진이 함께 가해져 

발생하는 새로운 주기의 경향이 관측되었다. 

Euler-Bernoulli level 해석결과는 이러한 새로운 

주기의 경향은 보이지 않고 그 값이 한 방향으

로 치우쳐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Figure 5.(b)

에 나타낸 고정된 외팔 보의 Euler-Bernoulli 

level 해석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즉, 전

단방향의 강한 강성에 의한 오차는 회전의 유

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회

전하는 보에서 끝 단 변위비 증가에 따른 오차

율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회전에 의한 관

성력과 원심력이 고려되면서 shear-bending 

coupling에 의한 효과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회전하는 보에 대

해서는 Euler-Bernoulli  level의 해석을 수행하

면 큰 오차를 수반하게 되므로 고정된 보에 대

해서만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고정된 보

에 대해 Euler-Bernoulli level의 해석을 수행할 

때는 단면형상의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z방향

의 길이가 충분히 긴 두꺼운 단면에 대해서는 

전단강성을 무한대로 묘사함에 따른 극복할 수 

없는 오차율을 수반하므로 z방향의 길이가 짧

은 얇은 단면형상에서 보다 높은 정확도의 해

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Figure 3.(a) 회전하는 보의 z방향 변위 

 

 
Figure 4.(b) 고정된 보의 z방향 변위 

 

Figure 5.(a) 회전하는 보의 y방향 변위 

 

 
Figure 5.(b) 고정된 보의 y방향 변위 

해석대상물 2 

첫 번째 해석의 결론을 확인하기 위해 

Figure.6에 나타낸 얇은 단면형상을 갖는 두 

번째 대상물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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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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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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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부분에서 관성력에 의한 진동이 관측되었

다. Figure 5.(a)에 나타낸 회전하는 보의 y방향

의 변위에서 Timoshenko level에서만 원심력에 

의한 가진과 외력에 의한 가진이 함께 가해져 

발생하는 새로운 주기의 경향이 관측되었다. 

Euler-Bernoulli level 해석결과는 이러한 새로운 

주기의 경향은 보이지 않고 그 값이 한 방향으

로 치우쳐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Figure 5.(b)

에 나타낸 고정된 외팔 보의 Euler-Bernoulli 

level 해석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즉, 전

단방향의 강한 강성에 의한 오차는 회전의 유

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회

전하는 보에서 끝 단 변위비 증가에 따른 오차

율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회전에 의한 관

성력과 원심력이 고려되면서 shear-bending 

coupling에 의한 효과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회전하는 보에 대

해서는 Euler-Bernoulli  level의 해석을 수행하

면 큰 오차를 수반하게 되므로 고정된 보에 대

해서만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고정된 보

에 대해 Euler-Bernoulli level의 해석을 수행할 

때는 단면형상의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z방향

의 길이가 충분히 긴 두꺼운 단면에 대해서는 

전단강성을 무한대로 묘사함에 따른 극복할 수 

없는 오차율을 수반하므로 z방향의 길이가 짧

은 얇은 단면형상에서 보다 높은 정확도의 해

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Figure 3.(a) 회전하는 보의 z방향 변위 

 

 
Figure 4.(b) 고정된 보의 z방향 변위 

 

Figure 5.(a) 회전하는 보의 y방향 변위 

 

 
Figure 5.(b) 고정된 보의 y방향 변위 

해석대상물 2 

첫 번째 해석의 결론을 확인하기 위해 

Figure.6에 나타낸 얇은 단면형상을 갖는 두 

번째 대상물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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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해석대상물2 

 

Table 5. 해석대상물2의 물성치 
𝐸𝐸𝐿𝐿 = 140 · 109 𝑃𝑃𝑃𝑃 𝐸𝐸𝑡𝑡 = 10 · 109 𝑃𝑃𝑃𝑃 
𝐺𝐺𝐿𝐿𝑡𝑡 = 7 · 109 𝑃𝑃𝑃𝑃 𝐺𝐺𝑡𝑡𝑡𝑡 = 3.36 · 106 𝑃𝑃𝑃𝑃 

𝜐𝜐𝐿𝐿𝑡𝑡 = 0.30 𝜐𝜐𝑡𝑡𝑡𝑡 = 0.49 
ρ = 1.5 · 103 𝑘𝑘𝑘𝑘/𝑚𝑚3 

 

Table 6. 해석대상물2의 적층패턴 

No. Thickness orientation 

1 0.002m 0˚ 

2 0.002m 90˚ 

3 0.002m 0˚ 

4 0.002m 0˚ 

5 0.002m  0˚ 

6 0.002m 0˚ 

7 0.002m 90˚ 

8 0.002m 0˚ 

해석결과 2 

해석대상물1에 대한 논의와 마찬가지 방법

으로 보의 길이에 대한 끝 단 변위의 비율에 

대한 Timoshenko level과 Euler-Bernoulli level

의 오차에 대한 그래프를 Figure 7.에 나타내었

다. 고정된 보와 회전하는 보 모두에서 해석대

상물1의 해석결과를 나타낸 Figure 2.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정된 보의 경우 

오차율이 약 5-10% 작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오차율은 20%로 여전히 그 값이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ure 7. 끝 단 변위비에 따른 오차 

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Euler-Bernoulli level의 강성

행렬 정보를 통해 Timoshenko level의 강성행

렬을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두 가

지 해석대상물에 대하여 해석의 정확도를 살펴

보았다. 먼저 복합재료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형상인 얇은 두께를 가진 직사각형 단면에 대

해 회전하는 보와 고정된 보에서 분석을 실시

하였다. 결과 고정된 보에서는 끝 단 변위비가 

클수록 Euler-Bernoulli level과 Timoshenko 

level의 오차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값이 25-30%로 작지 않았다. 두 번째로 얇

은 단면에 대한 해석결과 역시 고정된 보에서 

끝 단 변위비가 클수록 오차율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직사각형 단면에 비해 약 5-10%

오차율이 감소하였지만 끝 단 변위비 40%부근

에서 20%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다. 

복합재료를 묘사할 때, 단면형상이 복잡하여 

단면이 여러 셀로 구성되었거나, 적층패턴을 

부분별로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현재 EDISON 

SW로 구현할 수 없다. 구현가능한 단순한 단

면의 경우에 단면에 대한 Timoshenko level의 

강성행렬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권장되나, 현

재 EDISON SW에서 제공하는 Euler-Bernoulli 

level의 강성행렬을 사용할 때는 회전하지 않

는 보에 한정해서 끝 단 변위비와 단면의 종횡

비를 고려하면 보다 나은 정확도의 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끝 단 변위비가 20%미만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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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Figure 1. HOMO-LUMO gap of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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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매우 큰 오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해석이 불

가능하며, 단면의 종횡비는 작을수록 오차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EDISON SW

을 이용한 복합재료 구조해석은 끝 단 변위비 

약 30% 이상, 단면의 종횡비 약 30% 이하인 

경우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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