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VIA MATERIALS STUDIO
Solve key materials and
chemical research problems

Visualizer & Collection
Quantum Mechanics Simulation
Molecular Mechanics Simulation
Crystallize Simulation
Meso Simulation
QSAR

Easy to Use, All in One

쉽고, 정밀한 분자 모델링 시뮬레이션!
Graphic interface를 통해 더욱 쉽고 정밀하게,
재료의 분자 구조 및 성질을 연구하도록 도와줍니다.

Visualizer & Collection
Visualizer & Collection은 Materials Studio의 기반 프로그램으로 강력한 Builder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복잡한 구조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Client

Client

Server-Client
Materials Studio는 Server-Client 관계로 운영됩니다.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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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Windows 또는 Linux)와 Client(Windows)는 네트워크상으로 연결되어있어야 하며,
Client는 Server의 License를 사용 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Quantum Mechanics Simulation

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물성을 분석하세요.
분자, 고체, 계면과 표면 등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전자, 광학 및 구조적 물성을 분석할 수 있고,
에너지 계산을 통해 반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Band structure, Density of states

UV – vis and Optical properties

Band structure 와 Density of state 계산으로
band gap과 Fermi level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Time-Dependent DFT (TD-DFT) 방법으로
UV-Visible spectrum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Reactant

Transition State

Product Complex
Reactant Complex

Reaction Modeling

Elastic Properties

반응 구조와 전이상태 (Transition state)를 계산하여
반응 메커니즘을 탐구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Stress-strain 관계를 분석하여
Elastic constants 계산 및 bulk modulus, shear modulus,
poisson ratio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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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ar Mechanics Simulation

시간 흐름에 따른 분자 거동 기반 물성 예측!
Polymer, Crystalline 및 Amorphous bulk system에 대한 구조를 구축하여
해당 물질에 대한 분자 거동, 확산, 흡착, 응집력 등 다양한 물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구조 최적화 및 에너지 계산

분자 동역학

구조의 에너지를 계산하고,
구조 최적화를 수행하여 더욱 안정한 구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거동을 관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결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흡착 시뮬레이션

Binary system의 혼합도 계산

Zeolite 또는 Surface에서 Monte-Carlo 기반의
전산모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Binary system의 혼합도를 Monte-Carlo 기반의
전산모사 연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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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lize Simulation

분자 구조, XRD 데이터로 결정특성을 분석하세요.
Molecular mechanics 기반의 전산모사로 결정 구조의 격자 크기 및 symmetry 를 확인 하고,
결정 성장의 방향을 예측 할 수 있습니다.

분자 구조로부터 결정 구조 예측
분자 구조를 알고 있는 경우,
해당 구조로부터 결정 구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Morphology 예측

X-ray Diffraction Data 분석

결정이 성장하였을 때
형태(morphology)를 예측 할 수 있습니다.

X-ray diffraction data를 보유한 경우,
X-ray data와 비교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결정 구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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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o Simulation

Micro Level 전산모사를 통해 물질을 분석하세요.
Coarse-Grain을 통해 Atom이 아닌 Bead간의 상호작용을 계산하고,
물질의 다양한 특성과 상 변화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ter

nal Fo

rce

Coarse-grain MD

Contact Angle

Coarse-grain molecular dynamics 수행이 가능하며,
Nanoscale부터 Microscale이상, 다양한 영역의 특성 연구가 가능합니다.

Contact angle과 surface tension 등을 계산하여
계면 성질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100ns

Reverse Mapping

Interface, Phase separation

Bead 단위로 만들어진 구조를
다시 Atom 구조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배열 상태에 따른
형태학(Morphology)을 탐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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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R (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연구 주제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다!
Materials Studio의 통계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해당 물질의 특성을 Screening하고,
구조-활성 관계를 밝힌 후, 더욱 빠르게 새로운 물질 특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QSAR Model 구축
물질의 Property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 모델을 만들어 실험이나 simulation을 대신하는
물성 예측을 위한 통계 분석을 수행합니다.

Polymer 성질 예측
Polymer의 주요 특성에 대해, 이미 밝혀져 있는 관계식에 대입하여 빠르게 해당 수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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