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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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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ptimize the artificial lumbar spine with the most lightweight 

three - dimensional porous structure while satisfying the safety factor of 3. We have introduced 

representative volumes to proceed with a local analysis and studied the maximum porosity 

distribution that meets allowable stress. The maximum porosity was studied at 12 points and the 

intermediate values were predicted based on this points. If the lumbar spine is designed 

according to this predicted results, the optimal design will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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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공 뼈는 기존의 뼈가 지지기능을 상실했을 

때 골격 시스템에 구조 및 기능을 복원하는데 사

용되는 다양한 재료 시스템을 포함한다.1 인공 뼈

의 지지체는 혈관 및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는 3

차원 다공성 구조를 가져야 혈관신생, 조직 융합 

및 영양분의 원활한 전달이 가능하다.2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공 지지체의 기공 크기가 

골 형성의 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

다.3 이와 같이 기공의 크기를 조절하면 지지체의 

강도뿐만 아니라 세포의 행동을 제어하여 골 형

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

공의 크기를 설계 변수로 정하였다. 이때 기공의 

크기가 10μm보다 작으면 세포에 의해 기공이 막

힐 수 있으므로 이보다 커야 한다. 기공의 크기

가 클수록 인공 뼈의 무게가 줄어 경량화에 유리

하지만 기공 주위에 응력집중이 생겨 강도가 떨

어질 수 있다. 인공 뼈를 설계할 때 실생활에 지

장을 주지 않는 강도에서 기공크기를 최대로 하

면 가장 경량화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실제 하

중을 받는 인공 뼈의 경우 기하학적 형상이나 하

중 조건에 따라 각 지점에 작용하는 응력이 다르

다. 따라서 인공 뼈의 각 지점의 최대 기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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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osity)을 알아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 요추에 마이크로 단위의 기

공을 배치하여 최적화 시키기 위해 전체와 국부 

해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요추의 전체적 응력

분포를 파악한 후 선택적으로 여러 지점에서의 

응력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

로 기공이 존재하는 미세 구조 단위의 국부적 해

석을 진행 하고자 한다. 기공이 있는 미세 구조

는 정육면체 형상을 하고 있으며 같은 위치에 등 

간격으로 기공을 배치시킨다. 정육면체 표면에 

응력 데이터 값을 경계조건으로 설정하여 미세 

구조 내부에 파단이 생기지 않는 최대 기공률을 

찾는다. 

 

2. Finate Element Method (FEM) 

2-1. Lumbar modelling & boundary conditions 

본 연구에서 최적화하고자 하는 인공 뼈는 요추이다. 

Rhino 3D model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뼈 크기

를 바탕으로 모델링 하였고 하중을 직접 받지 않는 부

분은 도면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Figure 1.과 같이 모델

링을 하였다.  

 

Figure 1. Dimension of lumbar 

Mesh는 Post-processor인 Hyperworks 10.0을 사용하여 

사면체 2차 요소(C3D10)로 하였다. 요추의 기하학적 형

상을 고려하여 요소의 크기는 3으로 지정하였고 총 

70314개의 요소를 사용하였다. 

 인공 요추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강도

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성인 남성이 일직선으로 

서 있을 때 받는 하중의 10배를 견디도록 설계하

였다. 대부분 사람들의 요추는 평균 7° 3.7−
+ 의 경

추각을 보인다고 한다.4 그래서 우리는 상단 

Surface에 경추 각 5° 를 이루는 4000N의 

Oblique load를 가하였다. 이러한 Oblique load를 

사용할 때 구속 조건으로 롤러 조건을 부여하여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요추 하단부 

Surface의 d.o.f 1,2,3을 모두 구속하며 이와 같은 

구속조건은 Figure 2.와 같다. 해석 시 반력이 생

긴 부위의 응력 값은 무시하기로 한다. 

 

Figure 2. Boundary condition of lumbar 

2-2. Representative volume modelling & 

boundary conditions 

 요추의 미세 기공 구조를 국부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미소 체적에 해당하는 정육면체 형상

(112.5x112.5x112.5μm)을 모델링 하였다. 미소 체

적은 내부에 등간격으로 총 27개의 기공을 배치

했다. 미소 체적의 형상은 Figure 3.와 같으며 설

계 변수를 기공의 지름으로 하여 기공률을 조절

한다. 이때 각각의 기공의 위치는 고정시킨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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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변수인 기공의 최소 지름은 원활한 물질대사

를 위해 10μm로 하고 각각의 기공의 기하학적 

형상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공의 최

대 지름으로 32.5μm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기공의 지름을 0.5μm간격으로 조정하여 총 

36종류의 Representative volume model을 만들었

다. 

 

Figure 3. Dimension of representative volume 

 Lumbar model과 마찬가지로 사면체 2차 요소

(C3D10)로 Mesh하였고 기공의 기하학적 형상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요소 크기를 

0.003으로 하였으며 요소 개수는 최소 114159개

에서 최대 149145개를 사용하였다. 

 Lumbar model의 해석으로 추출한 응력 성분 6

개를 미소 체적의 하중 조건으로 육면체 Surface

에 Symmetric하게 부여한다. 구속 조건은 Rigid 

body motion을 제거하고 반력을 최소화하기 위

해 전단응력이 가장 낮은 면에 롤러 조건을 부여

하였다. 그 형상은 Figure 4.와 같다. 

 

2-3. Material 

 본 연구에서는 생체 이식용 소재로서 내식, 내마모성

이 크고 무게 대비 강도가 우수하며 내열성, 기계적 성

질이 좋은 Al6063-t832를 선택하였다. 재료의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Figure 4. Boundary condition of representative 

volume 

Table 1. Material property of Al6063-t832 

 

3. 해석 결과 및 논의 

3-1. Lumbar model 해석 

Lumbar model을 선형 정적 해석하여 Figure 5.

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

이 요추의 옆면에 높은 응력집중이 발생하고 끝

부분으로 갈수록 응력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해석된 요추의 내부와 외부에 Max von-mises 

stress인 1.0469MPa부터 약 0.0500MPa 간격으로 

총 12개의 지점을 선택하여 각각 6개의 응력 성

분 데이터를 추출했다. 추출된 데이터는 Table 2.

와 같다. 

 

Young's modulus 6900MPa 

Poisson's ratio 0.33 

Density 2.9 𝑔𝑔 𝑐𝑐𝑐𝑐3⁄  

Yeild strength 279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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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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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변수인 기공의 최소 지름은 원활한 물질대사

를 위해 10μm로 하고 각각의 기공의 기하학적 

형상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공의 최

대 지름으로 32.5μm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기공의 지름을 0.5μm간격으로 조정하여 총 

36종류의 Representative volume model을 만들었

다. 

 

Figure 3. Dimension of representative volume 

 Lumbar model과 마찬가지로 사면체 2차 요소

(C3D10)로 Mesh하였고 기공의 기하학적 형상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요소 크기를 

0.003으로 하였으며 요소 개수는 최소 114159개

에서 최대 149145개를 사용하였다. 

 Lumbar model의 해석으로 추출한 응력 성분 6

개를 미소 체적의 하중 조건으로 육면체 Surface

에 Symmetric하게 부여한다. 구속 조건은 Rigid 

body motion을 제거하고 반력을 최소화하기 위

해 전단응력이 가장 낮은 면에 롤러 조건을 부여

하였다. 그 형상은 Figure 4.와 같다. 

 

2-3. Material 

 본 연구에서는 생체 이식용 소재로서 내식, 내마모성

이 크고 무게 대비 강도가 우수하며 내열성, 기계적 성

질이 좋은 Al6063-t832를 선택하였다. 재료의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Figure 4. Boundary condition of representative 

volume 

Table 1. Material property of Al6063-t832 

 

3. 해석 결과 및 논의 

3-1. Lumbar model 해석 

Lumbar model을 선형 정적 해석하여 Figure 5.

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

이 요추의 옆면에 높은 응력집중이 발생하고 끝

부분으로 갈수록 응력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해석된 요추의 내부와 외부에 Max von-mises 

stress인 1.0469MPa부터 약 0.0500MPa 간격으로 

총 12개의 지점을 선택하여 각각 6개의 응력 성

분 데이터를 추출했다. 추출된 데이터는 Table 2.

와 같다. 

 

Young's modulus 6900MPa 

Poisson's ratio 0.33 

Density 2.9 𝑔𝑔 𝑐𝑐𝑐𝑐3⁄  

Yeild strength 279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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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Von-mises stress of lumbar at 12 

points [MPa] 

Table 2. Stress componenet data sheet at 12 

points 

 

3-2. Representative volume 해석 

3-2-1. Von-mises stress와 기공률 사이의 관계 

Lumbar model 해석을 통해 추출한 데이터를 

미소 체적에 적용하여 최대 기공률을 찾기 전

에 기공 크기와 Von-mises stress 사이의 관계

에 대해 알아봤다. Lumbar model의 Von-mises 

stress가 0.6023MPa일 때 미소 체적 모델의 기

공 크기를 총 7가지로 변형시키면서 기공 주

위에 집중된 응력 값을 알아봤다. 기공의 크기

가 25,32μm일때 응력분포는 Figure 6. 과 같다. 

이 결과 값을 MATLAB 프로그램으로 Fitting을 

하여 Figure 7. 과 같은 그래프를 얻었다. 그래

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공의 크기가 커질수

록 미소 체적 모델의 집중된 응력 값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 Von-mises stress of representative 

volumes (size 25, 32 μm) 

 

No. 

Von-

mises 

stress 

[MPa] 

𝜎𝜎𝑥𝑥𝑥𝑥 
[MPa] 

𝜎𝜎𝑦𝑦𝑦𝑦 
[MPa] 

𝜎𝜎𝑧𝑧𝑧𝑧 
[MPa] 

𝜎𝜎𝑥𝑥𝑦𝑦 
[MPa] 

𝜎𝜎𝑦𝑦𝑧𝑧 
[MPa] 

𝜎𝜎𝑧𝑧𝑥𝑥 
[MPa] 

1 1.0469 -0.6869 -2.7284 -26.7489 0.1371 0.4889 1.9450 

2 0.9468 -0.7035 -1.7922 -24.1938 0.3264 -0.5361 1.8459 

3 0.9092 -0.5793 -2.0163 -23.3040 -0.0134 0.1326 0.3040 

4 0.8597 -0.3558 -1.7435 -22.0404 -0.1589 0.0652 -0.3562 

5 0.8040 -0.0392 -0.9791 -20.6044 -0.2773 -0.5053 -1.2361 

6 0.7559 -0.0272 -0.2556 -19.3516 -0.4987 -0.7651 -1.0309 

7 0.7010 -0.5626 -0.7270 -17.9653 0.4511 -0.2774 0.5380 

8 0.6527 0.3967 1.0540 -16.6898 0.4286 -1.1599 0.6850 

9 0.6023 6.2156 -0.3164 -14.9969 1.8599 1.6899 0.0097 

10 0.5593 1.3089 -0.3384 -14.2853 -0.4121 0.1682 0.9419 

11 0.4998 -1.7278 -0.4315 -12.6036 0.0713 -2.1376 0.4711 

12 0.4794 -0.3256 -0.3250 -12.2880 -0.0284 0.3509 0.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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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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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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orous size - Von-mises stress 

 

3-2-2. 추출된 12 지점의 데이터 적용 및 해석 

 이제 Lumbar model 해석을 통해 얻은 12개

의 응력 데이터 값을 국부적 해석을 위한 미소 

체적의 경계 조건으로 이용한다. 이때 적용되

는 허용응력 값은 인공 요추가 체내에 사용하

는 보형물인 만큼 실제 뼈의 안전계수

(1.4~4.1)5를 고려하여 안전계수를 3을 만족하

는 𝜎𝜎𝑎𝑎로 하였다. 𝜎𝜎𝑎𝑎의 오차 2−
+ %을 만족시키는 

최대 기공률을 Von mises stress와 기공률의 관

계를 토대로 찾아 보았다. 그 결과값은 Table 3. 

과 같다. Table 3. 을 사용하여 Von-mises 

stress와 기공률 사이의 관계를 MATLAB으로 

Fitting하여 Figure 8. 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냈

다. 

Safety Factor =  𝜎𝜎𝑦𝑦
𝜎𝜎𝑎𝑎

= 269
𝜎𝜎𝑎𝑎

= 3  ∴ 𝜎𝜎𝑎𝑎 = 89.666 …  

(1)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요추의 Von-mises 

stress가 1.0469Mpa일 때 3.351%의 기공률을 

갖고, 0.5593Mpa보다 작은 모든 경우에서 기

공률 34.084%를 갖는다. 이때의 기공률 

34.084%는 기공의 기하학적 형상에 영향을 주

지 않는 최대 기공률이다. 이 기공률 값을 갖

기 시작하는 가장 큰 Von-mises stress를 

Critical porosity stress라 정의한다.  

기공률 = 
기공 전체 부피

미소 체적
= 27

112.53 ∗ (4
3 𝜋𝜋𝑟𝑟3)             (2) 

Table 3. Porosities at 12 points 

 

Figure 8. Von-mises stress - Porosity 

인공 요추 최적 설계 시 Critical porosity 

No. 

Von-mises 

stress of 

Lumbar[MPa] 

Radius[μ

m] 

Max von-

mises stress 

of 

representative 

volume[MPa] 

기공률

[%] 

1 1.0469 15 90 3.351 

2 0.9468 18.5 90.1534 6.286 

3 0.9092 21.5 89.63 9.867 

4 0.8597 22.5 88.47 11.309 

5 0.8040 24 90.4 13.726 

6 0.7559 25 88.38 15.514 

7 0.7010 28.5 88.25 22.985 

8 0.6527 30 91 26.808 

9 0.6023 31.5 89.67 31.034 

10 0.5593 32.5 92 34.084 

11 0.4998 32.5 89.65 34.084 

12 0.4794 32.5 88.7 3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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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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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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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orous size - Von-mises stress 

 

3-2-2. 추출된 12 지점의 데이터 적용 및 해석 

 이제 Lumbar model 해석을 통해 얻은 12개

의 응력 데이터 값을 국부적 해석을 위한 미소 

체적의 경계 조건으로 이용한다. 이때 적용되

는 허용응력 값은 인공 요추가 체내에 사용하

는 보형물인 만큼 실제 뼈의 안전계수

(1.4~4.1)5를 고려하여 안전계수를 3을 만족하

는 𝜎𝜎𝑎𝑎로 하였다. 𝜎𝜎𝑎𝑎의 오차 2−
+ %을 만족시키는 

최대 기공률을 Von mises stress와 기공률의 관

계를 토대로 찾아 보았다. 그 결과값은 Table 3. 

과 같다. Table 3. 을 사용하여 Von-mises 

stress와 기공률 사이의 관계를 MATLAB으로 

Fitting하여 Figure 8. 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냈

다. 

Safety Factor =  𝜎𝜎𝑦𝑦
𝜎𝜎𝑎𝑎

= 269
𝜎𝜎𝑎𝑎

= 3  ∴ 𝜎𝜎𝑎𝑎 = 89.666 …  

(1)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요추의 Von-mises 

stress가 1.0469Mpa일 때 3.351%의 기공률을 

갖고, 0.5593Mpa보다 작은 모든 경우에서 기

공률 34.084%를 갖는다. 이때의 기공률 

34.084%는 기공의 기하학적 형상에 영향을 주

지 않는 최대 기공률이다. 이 기공률 값을 갖

기 시작하는 가장 큰 Von-mises stress를 

Critical porosity stress라 정의한다.  

기공률 = 
기공 전체 부피

미소 체적
= 27

112.53 ∗ (4
3 𝜋𝜋𝑟𝑟3)             (2) 

Table 3. Porosities at 12 points 

 

Figure 8. Von-mises stress - Porosity 

인공 요추 최적 설계 시 Critical porosity 

No. 

Von-mises 

stress of 

Lumbar[MPa] 

Radius[μ

m] 

Max von-

mises stress 

of 

representative 

volume[MPa] 

기공률

[%] 

1 1.0469 15 90 3.351 

2 0.9468 18.5 90.1534 6.286 

3 0.9092 21.5 89.63 9.867 

4 0.8597 22.5 88.47 11.309 

5 0.8040 24 90.4 13.726 

6 0.7559 25 88.38 15.514 

7 0.7010 28.5 88.25 22.985 

8 0.6527 30 91 26.808 

9 0.6023 31.5 89.67 31.034 

10 0.5593 32.5 92 34.084 

11 0.4998 32.5 89.65 34.084 

12 0.4794 32.5 88.7 3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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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이하의 Von-mises stress를 갖는 지점은 

기공률 34.084%로 하여 설계하면 된다. 또한 

Critical porosity stress 이상의 Von-mises stress

를 갖는 지점은 Figure 8. 과 같이 Fitting된 그

래프를 통해 최적의 기공률을 찾을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4000N의 Oblique load를 받을 때 

최소 무게로 안전계수 3을 만족시키는 3차원 

다공성 인공 요추의 기공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인공 요추의 미세 기공 구조를 국

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정육면체 미소 체적을 

도입하였으며 미소 체적 내 기공의 크기가 클

수록 더 큰 응력 집중이 생기는 것을 알아냈다. 

이를 토대로 요추에 생기는 Max von-mises 

stress부터 값을 낮춰가며 최대 기공률을 찾아 

나갔다. 총 12개의 지점에서 최대 기공률을 찾

아냈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MATLAB으로 

Fitting 하여 중간 값들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요추의 Max von-mises stress에서 3.351%의 기

공률을   갖고 Von-mises stress가 0.5593MPa

인 지점부터 34.084%의 일정한 기공률을 보인

다. 34.084%의 기공률을 갖기 시작하는 요추의 

Max von-mises stress 값을 Critical porosity 

stress라 정의했다. Critical porosity stress를 기

준으로 그 이하의 값은 34.084%의 기공률을 

갖고 그 이상의 값들은 Fitting된 그래프를 통

해 최적의 기공률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응력 

해석을 통해 얻은 기공률 분포에 따라 최적 설

계를 함으로서 가볍고 강도가 우수한 인공 요

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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