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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주최 및 참가 행사 안내

연구 개발에서 제품 생산까지
데이터 수집 처리 및 분석 전문기업

통합 분자 모델링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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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업화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업홍보 부스 참가

05.03~05.04

KOREA LAB 2018
국제연구, 실험 및 첨단분석장비전 참가

04.17~04.20

s

IUBMB Seoul 2018
국제 생화학, 분자생물학회
홍보 부스 참가

06.05~06.07

(주)인실리코 공식 매거진
다쏘시스템즈 BIOVIA 공식 파트너사

BIOVIA 
Materials Studio
화학, 물리 및 재료 연구를 위한 강력한 솔루션,

통합 분자모델링 솔루션

국내 전문인력 SOLZA의 기술 지원을 받아보세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의 사용하기 쉬운 솔루션으로 화학, 물리, 
재료, 기계, 에너지 등 전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분자 모델링 기법을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XRD 데이터 분석을 포함하는 결정 구조 관련 시뮬레이션!

분자모델링 관련 시각화 구현 및 통계 처리 가능!

양자역학 및 이를 통한 통계 처리 가능!

고분자 및 분자역학 관련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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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이미지는 실제 
Materials Studio로 
구현한 이미지입니다.

www.insilico.co.kr

글로벌 기업 다쏘시스템즈 BIOVIA 공식 파트너사인 인실리코에서
화학, 물리 및 재료 관련 통합 분자 모델링 솔루션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

문의: 031-628-0300 (Tel) / 031-628-0333 (Fax)
         Msupport@insilico.co.kr (E-mail) 

다쏘시스템 BIOVIA 공식 파트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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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모델링 솔루션은 BIOVIA Materials Studio, 솔루션 자문은 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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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Case Study for Materials Science (1)

sozA
쉽고, 정밀한 분자 모델링 시뮬레이션은 바로 Materials Studio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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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 활용 방법 (1)

sozA
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물성 예측이 가능한 Materials Studio !

(04)

Materials Studio는 Quantum Mechanics 기반의 DFT 및 TD-DFT 계산으로 

HOMO-LUMO와 Optical Property 분석이 가능합니다.

HOMO-LUMO

Materials Studio는 Quantum Mechanics 기반의 다양한 전기적, 광학적, 기계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Case Study 에서는 Materials Studi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광학적 특성을 살펴봅니다. 

1. Module Calculation 창 Properties tab 에서 Orbitals 옵션을 선택하여 계산합니다.

2. 계산된 구조 파일을 열고 Module Analysis 창에서 Orbitals 를 선택하면 eigenvalue 및 
    isosurface 형태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Tips. Calculation 창 Properties tab 의 Orbitals 옵션에서 선택적으로 HOMO-LUMO 외에 
         extra level orbitals 분석도 가능합니다.
    

   

1. Module Calculation 창 Properties tab 에서 Optics 옵션을 선택하여 계산합니다.

2. 계산된 구조 파일을 열고 Module Analysis 창에서 Optics 를 선택하면 absorption 
     spectrum 을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Tips. Calculation 창 Properties tab 의 Optics 옵션에서 선택적으로 excited state
        (S1, T1 states) 의 구조 최적화 계산도 가능하여 emission energy 분석도 가능합니다.

   

s

Modules Used

Materials Studio:

Visualizer, DMol3

Reference

Mater. Horiz., 2017, 4, 619-624

Optical Property

Controlling the exciton lifetime of blue thermally activated delayed 
fluorescence emitters using a heteroatom-containing pyridoindole 
donor moiety

최근 OLEDs(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TADF

   (thermally activated delayed fluorescence) 

                           emitter 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OLED 의 양자 효율 향상과 더 나은 

         roll-off 특성을 위해 청색 TADF 에서 짧은 

    exciton lifetime 과 적절한 triplet energy 및 

                                                       높은 PLQY

(photoluminescence quantum yields)를 얻기 

                      위한 분자설계 연구를 소개합니다.

Carboline donor 의 α- 와 δ- 위치에 질소 원자를 

     갖는 새로운 TADF 구조를 합성하여 광-물리적 

 특성과 전자의 발광특성을 실험 뿐만 아니라 전산 

                                       모사로 해석하였습니다.

 

                           전산모사 방법 : HOMO-LUMO

                    excited energy levels(S1, T1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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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Case Study for Materials Science  (2)

sozA
Micoro Level 전산모사를 통해 물질을 분석이 가능한 Materials Studio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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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활용 방법 (2)

sozA
연구 주제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Materials Studio !

Materials Studio 는 Quantum Mechanics 기반의 DFT 계산으로 Binding Energy 와 

Activation Energy 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Binding Energy

Materials Studio 는 Quantum Mechanics 기반의 분자 구조에 따른 에너지를 계산해 
물질간의 결합 및 안정성 정도, 화학 반응을 관찰하고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Case Study 

에서는 Materials Studio 을 사용하여 Binding Energy와 Activation Energy 를 해석합니다.

                                           

(06)

Modules Used

Materials Studio:

Visualizer, CASTEP

Reference

J. Chem. Phys, 2010, 133, 034701

1. 반응물과 생성물을 Geometry Optimization task 로 최적화합니다

2. Reaction Preview tool 을 이용하여 반응물과 생성물의 interpolated pathway 가 담긴 
    trajectory 파일을 만듭니다.

3. 만들어진 trajectory 파일로 TS Search task 를 수행합니다. 

4. 계산된 결과 파일에서 reaction energy 와 activation energy(energy barrier) 정보를 
    얻어 potential energy profile을 분석합니다.

Tips. Calculation 창 Properties tab 의 Optics 옵션에서 선택적으로 excited state
        (S1, T1 states) 의 구조 최적화 계산도 가능하여 emission energy 분석도 가능합니다.

   

Activation Energy

1. 화합물 구조(A+B)를 Geometry Optimization task 로 최적화 계산하고 total energy 
    값(EA+B)을 구합니다.

2. 계산된 화합물 구조 중 하나의 분자 구조(A)만으로 Energy task 로 계산하고 total energy 
    값 (EA)을 구합니다.

3. 나머지 다른 하나의 분자구조(B)도 동일한 계산을 하고 total energy 값(EB)을 구합니다.

4. 계산된 total energy 값들로 binding energy(EBinding)를 계산합니다.
                               
                                   EBinding = EA+B – (EA + EB)

Tips. MS DMol 로 Basis set superposition error(BSSE) correction 옵션을 사용하여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binding energy 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Lithium transport at silicon thin film: Barrier for high-rate capability anode

충전용 리튬 이온 배터리

       (Rechargeable Li-ion batteries)에서 실리콘(Si) 

양극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리튬/탈리튬화 공정에서의 

    배터리 용량 보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용량을 가지는 실리콘 양극을 적용하기 위해 

           전극에서 리튬 이온의 빠른 이동이 중요합니다. 

      이 논문에서 전산모사를 통해 기존 실리콘 박막에서 

고유한 energy barrier 에 의해 리튬 이온의 이동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리콘 

   박막에 인(P)/알루미늄(Al)으로 도핑하면 표면 변형에 

        의해 energy barrier 가 효율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산모사 방법 : Binding Energy, Activatio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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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Tip Visualizer의 Measure/Change Tool 기능

sozA
 Visualizer, Quantum Mechanics, Molecular Modeling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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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Visualizer의 Redefine Lattice 기능

sozA
Crystallization, Meso Scale, QSAR !

1. MS Visualizer의 Measure/Change tool 기능을 살펴봅니다.

Measure/charge tool로 distance, angle, torsion을 측정하고,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oint object(atom, bead, centroid)] 간 distance, angle, torsion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point object와 plane(best fit plane, miller plane)] 간, distance 측정 기능과

[point와 plane], [plane과 plane] 간 angle 측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 정의할 lattice vector 값을 계산한 후, A, B, C 항목에 입력 후, 키보드의 Tab 키를 
클릭하여 변경될 lattice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Redefine 버튼을 클릭하면 lattice가 변경됩니다. 
(결과 구조의 정보는 Properties explorer의 Lattice 3D 항목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2. MS Visualizer의 Redefine Lattice 기능을 살펴봅니다.

Redefine lattice tool을 활용하여 3D PBC의 lattice를 다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raphite 구조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Redefine lattice tool을 선택하면, 

스크린샷과 같이 lattice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8)

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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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교육 일정 안내 (MS, DS)

sozA
화학 및 신소재 개발을 위한 통합 분자 모델링 솔루션은 Materials Studio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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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zA
바이오 및 신약 개발을 위한 통합 분자 모델링 솔루션은 Discovery Studio !

2018 정기교육 일정 안내 (MS, DS)

7월 19~20일 7월 13일(금) Molecular Mechanics(Forcite Plus, AM Cell)

11월 15~16일 11월 9일(금) QSAR & Mesoscale Simulation(QSAR, Mesocite)

장소: 인실리코 소통하는 팀웍 (구:교육장)

http://www.insilico.co.kr/3ds.html교육 참가 신청은

http://www.insilico.co.kr/3ds.html교육 참가 신청은

*상기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월 27일 7월 20일(금) 분자모델링 소프트웨어 기본 교육

9월 7일 8월 31일(금) Molecular Modeling

10월 11~12일 10월 5일(금) Small Molecular Design Tools

Materials Studio

Discovery Studio

교육 일정

Materials Studio: 통계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해당 물질의 특성을 Screening하고, 구조-활성 관계를 밝힌 후, 더욱 빠르게 새로운 물징 특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Discovery Studio: 분자 모델링 연구를 위한 강력한 솔루션으로, 분자 모델링 연구를 위한 포괄적인 기능들을 하나의 솔루션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

참가 신청 마감

참가 신청 마감

교육 내용

교육 내용



INSILICO / SOLZ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602호

T. 031-628-0319     F. 031-628-0333     E. info@insilico.co.kr  

www.insilico.co.kr/3ds

sozA
솔루션 컨설팅은 솔자

이번 매거진의 명언은 미국의 작가이자, 목사인
노먼 빈센트 필의 이야기 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뜻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좌절과 실망을 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처리 및 분석 전문기업인 인실리코와

SOLZA가 열쇠를 찾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솔루션에 관한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컨설팅하겠습니다.

연구 개발에서 제품 생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와 함께한다면 어려운 단계를 쉽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If yoy write the word 'NO' backwards, it becomes 'on' 
Every question has a key to an answer. 
Constantly think and find the answer.”

Norman Vincent Peale

“'노(NO)'를 거꾸로 쓰면 전진을 의미하는 '온(ON)'이 된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아내라.”

zA

노먼 빈센트 필

*3분기 소식지는 Discovery Studio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