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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cited state dynamics of electrons in materials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various
phenomena in nature and applications. However, time-dependent density functional theory, which
is a first-principles method for studying electronic dynamics, requires extensive computational
power, which makes theoretical study difficult. In this work, we studied how to improve the
computational speed of TDDFT. A Crank-Nicolson approximation for a time evolution operator of
the time-dependent Kohn-Sham equation preserves unitarity and preforms a high-speed calculation
in a localized atomic orbital basis.

By including a self-consistent loop in the Crank-Nicolson

approximation, we were able to increase the calculational speed by more than tenfold while
maintaining the calculational accuracy and stability. In this way, we made possible the application
of the first-principles method to the study of excited state dynamics on a long tim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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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적 원자 궤도 기저에서 시간 의존 Kohn-Sham 방정식을 풀기 위한 자체 일관된
Crank-Nicolson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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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내 전자의 들뜬 상태 동역학은 다양한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여러 응용 연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전자 동역학 제일원리 이론 분석 방법인 시간의존 밀도 범함수 이론 (time-dependent
density functional theory, TDDFT) 은 실제 시스템에 적용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며, 들뜬 상태 동역학 이론 연구를 어렵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TDDFT의 계산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여 연구하였다. TDDFT의 시간의존 Kohn-Sham 방정식에 대한 time evolution
연산자를 계산하는 Crank-Nicolson 근사 방법은 연산자의 unitarity 특성을 유지시켜주며, 국소적 원자
궤도 기저에서 빠른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든다. Crank-Nicolson 근사 방법과 함께 자체 일관된 전자
밀도 조건을 이용할 경우, 계산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계산시간을 10배 이상 향상 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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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자 동역학 현상을 제일원리
방법으로 분석 할 수 있게 만들었다.
Keywords: 시간의존밀도범함수이론, 들뜬상태 동역학, 방법론

I. Introduction
모든 물질들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론
적으로는 이들 구성 입자들에 대한 Schrodinger 방정식을
풀어 물질들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의존 Kohn-Sham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쓰여진다 [10,
11].
[
]
∂
∇2
i ϕi (r) = H KS ϕi (r) = −
+ vKS [ρ, Ψ0 ](r, t) ϕi (r)
∂t
2
(1)

는 단순한 분자 시스템조차도 Schrodinger 방정식의 해인
다체파동함수 Ψ(r1 , r2 , ..., rN ) (여기서, ri 는 i 번째 입자
의 위치 좌표) 는 N 개의 입자가 서로 연관 (correlation) 된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직접 푸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이런 다체양자역학 문제에 밀도범함수이론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그리고 아
주 효과적인 이론 계산 방법을 제공한다 [1,2]. DFT의 핵
심인 Hohenberg-Kohn 정리와 Kohn-Sham 방정식을 이용
하면 복잡한 Ψ(r1 , r2 , ..., rN ) 푸는 문제를, 가상의 “단일 입
자 (one-particle) 함수 N 개 ϕ1 (r), ϕ2 (r), ..., ϕN (r)”를 푸
는 쉬운 문제로 바꿔진다. 따라서 DFT는 우리가 직접 풀
수 없었던 다체양자 문제를 간단히 다룰 수 있게 만듦으로
써, 여러 물질 내 원자/분자 단위에서 발생하는 양자역학적
현상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외부와 반응하여 발생되는 물질들의 들뜬상태 (excited
state) 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으며, 들뜬상
태에서 바닥상태로 돌아오는 다양한 동역학적 과정 (dynamics process) 동안 물리적으로 흥미로운 현상들이 나
타난다 [3–9]. 또 이런 동역학 과정들은 여러 응용 연구
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
만 DFT는 정적 바닥상태에 대한 이론으로, 이런 들뜬상

∫

ρ(r′ , t)
+vxc [ρ, Ψ0 ](r, t)
|r − r′ |
(2)
여기서 ρ(r, t) 는 시간 t 에서의 전자 밀도 함수로 시간의
존 단일입자 파동함수 ϕi (r, t) 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구할
∑N ∗
수 있으며 ρ(r, t) =
i=1 ϕi (r, t)ϕi (r, t), vKS [ρ, Ψ0 ](r, t)
의 첫 번째 항 v(r, t) 는 시간에 의존하는 외부 포텐셜, 두
번째 항은 쿨롱 포텐셜, 마지막 항인 vxc [ρ, Ψ0 ](r, t)는 모든
다체 파동함수의 correlation 효과가 들어가는 exchangecorrelation 포텐셜이다. 위 식들은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
atomic unit을 사용하였다. Equation (1) 과 (2) 의 시간의
존 Kohn-Sham 방정식은 복잡한 다체 양자 역학시스템을
간단한 단일입자들의 파동함수 ϕi (r, t) 를 푸는 문제로 바
꾸며, 실질적으로 풀 수 없던 문제를 계산 가능하게 만든
다. 다체 특성에 의해 들어오는 vxc [ρ, Ψ0 ](r, t) 의 정확한
형태는 아직까지 알지 못한다. 또 의 복잡한 시간 의존성,
즉 메모리 효과는 Eq. (1) 과 (2) 의 시간의존 Kohn-Sham
방정식을 비선형 방정식으로 만들어 수치계산을 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준다. 이 함수에 대한 적절한 근사로, 현재 거의
모든 real-time TDDFT 계산에서는 시간에 대해 ρ(r, t) 가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고 가정한 adiabatic 근사, 즉,
vKS [ρ, Ψ0 ](r, t) = v(r, t)+

d3 r′

태 동역학 분석에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들뜬상태 동
역학 분석을 위해서는 다체파동함수의 시간에 대한 변화
Ψ(r1 , r2 , ..., rN , t) 를 “단일 입자 함수 N 개의 시간에 따른
변화 ϕ1 (r, t), ϕ2 (r, t), ..., ϕN (r, t) ”를 푸는 문제로 전환시키
는 시간의존밀도범함수이론(time-dependent density functional theory, TDDFT) 이 필요하다 [10,11].
일반적인 경우 물질 내 원자의 움직임은 전자보다 충분히
느리며, 한 포텐셜 표면 (potential energy surface)으로 잘
기술되기 때문에 Born-Oppenheimer 근사를 통해 원자와
전자 시스템에 대한 방정식을 각각 따로 분리 할 수 있다.
여기서 TDDFT를 이용하면 가상적인 전자 시스템에 대한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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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F T
vxc [ρ, Ψ0 ](r, t) ≃ vxc
[ρ, Ψ0 ](r, t) = vxc
[ρ0 ](r)|ρ0 →ρ(r,t)
(3)
을 사용한다. 이로부터 TDDFT의 vxc [ρ, Ψ0 ](r, t) 를 DFT
에서 사용하였던 local density approximation (LDA) [12]
또는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ion (GGA) [13]에
특정 시간의 ρ(r, t) 을 넣는 것으로 사용하다. 이렇게
vxc [ρ, Ψ0 ](r, t) 에 adiabatic 근사를 적용하고 나면 Eq. (1)
은 1차 선형미분 방정식으로 되고, 기존 1차 미분방정식 수
치해석 계산에 적용되어진 많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많은 1차 미분방정식 수치해석 방법론들 중 양자역학에
서는 time evolution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
한다. 시간 t 에서 t + dt 로 흐르는 동안 ϕi (r, t) 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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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time evolution 연산자 Û (t, t + dt) 를 이용해

atomic orbital basis set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

계산된다.

게 사용하는 basis set에 따라 Û (t, t + dt) 을 계산하는 근
사적인 방법이 크게 차이가 난다. 특히 localized atomic
(4)

ϕi (r, t + dt) = Û (t, t + dt)ϕi (r, t)

orbital basis set의 경우 다른 두 basis set 보다 효율적인
계산을 수행할 수 있어서 real-time TDDFT 계산의 적용

[

∫

Û (t, t + dt) = T exp −i

가능한 시간 스케일을 향상시키는데 유리하다. 본 연구에

]

t+dt

dτ Ĥ(τ )

(5)

t

여기서 T 는 time-ordering 연산자이며 Ĥ(t) 는 시간 t 에서
의 계의 헤밀토니안이다. Û (t, t + dt) 의 exponential 안의
적분의 경우, dt 가 아주 작을 경우 Ĥ(t) 의 변화가 거의 없
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아래와 같이 Û (t, t + dt) 를
단순하게 Taylor 전개로 표현 할 수 있다.
∞
∑
1
Û (t, t + dt) ≃ exp[−iĤ(t)dt] =
(−iĤ(t)dt)n (6)
n!
n=0

서는 이런 localized atomic orbital basis set에 기반을 하여
효율적인 real-time TDDFT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Crank-Nicolson 방법과
자체 일관된 (self-consistent) 계산 방법을 결합하였을 경우,
상대적으로 큰 dt 에 대해서도 계산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체 일관된 Crank-Nicolson
방법의 높은 계산 안정성과 정확성이 유지되는 이유에 대
해서 논하며, 실제 계산한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Results and Discussion

위 식의 무한급수를 수치 해석적으로 풀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근사가 필요하다.

Figure 1(a) 와 (b) 는 각각 DFT, TDDFT 기반 분자동

현재까지 real-time TDDFT 계산에는 Polynomial ex-

역학(molecular dynamics, MD) 시뮬레이션의 알고리즘을

pansion, Krylov Subspace projection, Suzuki-Trotter

나타낸다. DFT 기반 분자동역학(DFT-MD) 시뮬레이션에

type split-operator, Magnus expansion 등의 근사방법이

서는 계산 시작에 필요한 초기 조건으로 원자들의 위치{Ri }

적용되어 왔다 [14]. 이런 여러 근사방법들 중에서 우리가

와 속도{vi } 가 필요하다. 주어진 원자들의 위치{Ri } 에 대

사용할 계산 설정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한다. 근사적

해 바닥상태 전자 상태를 DFT을 통해 직접 풀기 때문에 전

인 계산방법들을 평가할 때 2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다. 첫

자에 대한 초기 조건은 필요하지 않다. 물질 내부에서는 여

번째는 계산 속도이다. 모든 수치계산에 있어 동일한 계산

러 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H 는 전자들의

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

상태에 대한 함수가 된다. 특히 DFT 이론에서는 바닥상태

이다. 특히 real-time TDDFT 계산은 전자의 움직임을 다

파동함수 ψ(ri ) 와 전자의 밀도ρ(r) 가 일대일 대응이 되기

루기 때문에, 원자의 움직임을 다루는 분자 동역학 계산의

때문에 H 는 전자의 밀도 ρ(r) 와 원자들의 위치{Ri }에 대한

−15

초 (1 femtosecond) 보다

함수, 즉 H[ρ(r), Ri ] 로 쓰여진다. 바닥상태 전자의 밀도는

약 1000배 정도 작은 dt = 10−18 초 (1 attosecond) 정도

슈뢰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해이지만, 초기 슈뢰딩거

의 시간 간격이 real-time TDDFT 계산에 필요하다 [15].

방정식을 풀기 전 H 을 만들 때 ρ(r) 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해 real-time TDDFT 계산이

처음에는 trial density를 사용하여 처음 사용한 ρinp (r) 와

적용 가능한 시간 스케일이 수백 팸토초 정도이며, 더 긴

계산되어져 나온 ρout (r) 이 서로 같아지게 만드는, 즉 자체

시간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하기 어렵다. 이런

일관된 (self-consistent) 계산 수행하여 바닥상태 전자를 찾

한계로 인해 Û (t, t + dt) 계산에 적용하는 근사적인 방법의

아 나간다. 초기 trial density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전자의

계산 속도는 real-time TDDFT 계산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초기 상태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계산 시 임시로 사용

두 번째는 계산의 안정성과 정확성이다. 계산의 정확성과

하는 전자 밀도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전자의 밀도 ρ(r)

안정성이 긴 시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계산의 정확

와 원자들의 위치{Ri }를 이용해 H[ρ, Ri ] 연산자를 주어진

성과 안정성은 시간 간격 dt 가 짧아지면 좋아지는 경향이

basis를 이용해 행렬 형태로 수치적으로 계산한다. 3번째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긴 시간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단계에서는 H[ρ, Ri ] 행렬을 대각화하여 단일입자에 대한

어느 정도 큰 시간 간격 dt 에서 계산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에너지 고유치 {ϵi }와 Kohn-Sham 파동함수{ϕi }를 계산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고체물질 분석을 위한 제일원리 계산은 주로 plane-

다. 계산되어져 나온 파동함수 ϕi (r) 로부터 전자 밀도함수
∑
ρout (r) = i |ϕi (r)|2 를 구할 수 있다. 계산상의 자체 일

wave basis set, real-space basis set, 그리고 localized

관성 (self-consistency)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H 을 만들 때

일반적인 시간 간격 dt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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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Algorithms of first-principles based
molecular dynamics (MD): (a)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MD, (b) time-dependent density functional theory (TDDFT)-MD, and (c) self-consistent TDDFT-MD
simulations.
사용한 ρinp (r) 와 계산 결과로 나온 ρout (r) 가 서로 같아야
한다. 따라서 다음 단계에서는 두 밀도함수가 같은지 확인
하는 자체 일관성 테스트를 진행한다. 만약 두 밀도함수가
같지 않다면, ρinp (r)를 ρout (r) 섞어서 만든 새로운 ρinp (r)
을 이용해 다시 H 을 만들고 대각화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ρinp (r)와 ρout (r)가 같아질 때 까지 수행한다. 두 밀도 함수
가 같아진 경우, 즉 전자의 정확한 바닥상태 전자밀도 ρ(r)
를 찾은 경우, 계산된 전자 밀도와 원자의 위치{Ri }로부터
원자들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여 뉴턴 방정식을 활용해
다음 시간 스텝에 대한 {Ri }와 {vi }를 계산하며 다음 시간
스텝으로 넘어간다. 위 방법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전자의
바닥상태에서의 분자들의 시간에 대한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다.
Figure 1(b) 에 나 타 낸 TDDFT 기 반 분 자 동 역 학
(TDDFT-MD) 시뮬레이션의 경우 DFT-MD와 유사한 과
정으로 계산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시뮬레이
션의 초기 조건으로 원자에 대한 초기상태 {Ri } 와 {vi } 뿐
만 아니라 전자의 초기 시간 t0 에 대한 상태 ϕi (t0 ) 가 필
요하다. DFT-MD의 경우 원자의 위치{Ri } 에 대해 전자
는 바닥상태에 있다고 가정하여 주어진 {Ri } 에 대해 전
자 상태{ϕi } 를 직접 계산하기 때문에 초기 전자의 상태가
필요 없다. 하지만 TDDFT-MD의 경우 전자의 비평형
상태를 고려하기 위하여 주어진 초기 전자 상태 {ϕi (t0 )}
로부터 동역학적 계산을 통해 {ϕi (t)} 의 시간에 따른 변
화를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DFT 계산에서 사용한 가
상적인 trial 전자 밀도가 아닌, TDDFT 계산에서는 실제
적인 전자의 초기상태{ϕi (t0 )} 가 필요하다. 이후 주어진
시간에 대한 H[ρ, Ri ] 와 time evolution 연산자 U [ρ, Ri ] 를
계산하여 이를 활용해 다음 시간 스텝에 대한 전자상태를
ϕi (t + dt) = U [ρ, Ri ]ϕi (t) 로 계산하게 된다. 이 경우는

Fig. 2. (Color online) Time variation of H(t′ ) in a time
step from t to t + dt (t < t′ < t + dt). Electron wave
functions are changed in the ultrafast excited state dynamics, and, as a result, H(t′ ) is not equal to H(t).
(b) Physical meaning of a Crank-Nicolson approximation. U(dt/2) evolves ϕi (t + dt) forward by a time step
dt/2, and U−1 (dt/2) evolves ϕi (t) backward by a time
step dt/2, and the two meet at the middle t+ dt/2.
H[ρ, Ri ] 에 그 시간 t 에 대한 실제적인 ρ(r, t) 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자체 일관된 계산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후 원자에 주어진 힘을 계산하고 다음 시간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은 DFT-MD의 알고리즘과 비슷하다.
하지만 위의 TDDFT-MD 계산 과정은 실질적인 수치적
인 계산에 있어 한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Figure 2(a)
에서 나타낸 것처럼 시간 t에서 다음 시간 스텝 t + dt에 대
한 {ϕi (t + dt)}를 계산할 때 시간 t에서의 H(t) (즉, U (t))
를 이용한다. 하지만 수치계산에서 유한한 시간 간격 dt
내에서 (여기서 t < t’ < t + dt) 는 전자의 상태 변화에
의해서 H(t)와 같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 t의 H(t)를
이용하는 것은 수치계산에서 오차를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
며 계산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낮추게 만든다.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H(t′ ) 변화가 거의 없도록 아주 짧은 dt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전자의 움직임은 원자핵의 움직임보다
훨씬 빠른 아토초 (attosecond, as) 시간영역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dt는 이론적으로 수 as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해, 전자 동역학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 한계가 수십 팸토초 (femtosecond, fs) 정도로 짧은
물리적 현상만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 간격 dt 내
의 일어나는 H(t′ ) 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넣어주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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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H(t′ ) 변화를 넣는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
이 있지는 않으며, time evolution 연산자 Û (t, t + ∆t) ≃
∑∞ 1
n
exp[−iĤ(t)∆t] =
n=0 n! (−iĤ(t)∆t) 의 exponential
연산자 (또는 무한급수 연산자) 를 근사적으로 푸는 방법
과 논리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한다. exponential
연산자의 간단한 근사법은 Taylor 무한전개 중 dt에 대한 특
정 낮은 차수까지만 계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Taylor
전개의 일부 저차원 항들만 계산하는 경우 time evolution
연산자의 unitarity 특성을 유지시키지 못한다. 이로 인해
계산되어져 나온 다음시간 단계의 파동함수{ϕi (t + dt)}의
norm이 보존되지 않으며, 계산의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
린다. 이를 보안하기 위한 {ϕi (t + dt)} 를 재규격화 하는
것은 계산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라 적절하지 못하다.
응집물질 계산에서 많이 활용하는 time evolution 연산자의
근사법 중 하나는 Suzuki-Trotter type split-operator이다
[15]. Suzuki-Trotter type split-operator는 H(t) 안의 운
동에너지 항과 위치에너지 항을 나눔으로써 각각 역공간
(reciprocal space)과 실공간(real space)에 대해 대각화 된
matrix로 표현 된다. 따라서 고체물리 분야에서 많이 사
용하는 plane-wave basis set을 사용하는 계산의 경우 Fast
Fourier Transformation 수치 계산을 통해 빠른 time evolution 연산자 Û (t) 계산이 가능하다 [15]. 하지만 본 연구
에서 논의할 localized atomic orbital basis set에 기반 계산
의 경우 Suzuki-Trottoer type split-operator의 수치계산상
장점은 없다. time evolution 연산자를 근사하는 간단하면
서도 unitarity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Crank-Nicolson
방법이다. 여기서는 time evolution 연산자가 다음과 같이
쓰여진다.
Û (t, t + ∆t) ≃ exp[−iĤ(t)∆t]
=

exp[−iĤ(t)∆t/2]
exp[+iĤ(t)∆t/2]

≃

1 − iĤ(t)∆t/2
1 + iĤ(t)∆t/2

이런 Crank-Nicolson 방법을 사용할 경우 시간 간격 내
H(t′ ) 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넣어주는 방법은 (t + dt/2) 에
대응하는 H(t′ ) 를 근사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적합한 방법
이 된다. H(t′ ) 의 경우 전자 밀도 ρ(t′ ) 에 대한 비선형적
방정식이기 때문에 H(t′ ) 를 근사하는 것 보다 ρ(t′ ) 를 시
간 간격 내에서 linear interpolation 하는 것이 적절한 방
법이다. 따라서 적절한 자체 일관성 만족 조건은 ρinp =
ρmid [ρ(t), ρ(t + dt)] =

ρ(t)+ρ(t+dt)
2

이 된다. 그럼 1(c) 와

′

같이 H(t ) 의 시간 간격 내 변화 효과 넣는 TDDFT-MD
계산에 자체 일관된 계산 과정을 포함시킨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
Figure 1(c)의 자체 일관된 계산이 포함된 TDDFT-M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기존의 localized atomic orbital
basis set을 사용하는 DFT 계산 프로그램인 siesta 프로그
램 [16]을 기초로 하여 만들었다. Figure 1(a)와 (c)를 비교
해 보면 DFT-MD에서 대각화 하는 부분을 time evolution
연산자를 이용하는 전자 파동함수 비평형 동역학을 계산하
는 것으로 바꾸었고, 자체 일관된 계산 조건을 TDDFT-MD
계산에 맞게 수정하였다. siesta 프로그램에 있던 원자의
동역학 계산 부분을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비평형 상태의
averaged force를 사용하는 Ehrenfest dynamics 시뮬레이
션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TDDFT-MD 계산 방법을 자체 일관된
계산 과정이 들어가지 않은 TDDFT-MD 계산과 성능을 비
교 테스트 하였다. 성능테스트를 위한 간단한 예제로 수소
분자의 상온 열적 진동 운동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계산을
위해서 norm-conserving Troullier-Martins pseudopotential을 사용하였고 [17], local density-functional approxi-

(
) mation (LDA) [12]을 exchange-correlation potential로 사
U (∆t/2)
U (∆t/2)
= −1
=
용하였다. Localized atomic orbital basis set으로 doubleU (∆t/2)
U (−∆t/2)

zeta polarized orbital을 사용하였고, plane-wave cutoff
energy로 150 Ry에 대응되는 실 공간 grid를 사용하였다.
(7)

초기 H2 분자의 안정한 구조를 구하기 위해서 원자구조를

여기서 (1 + iĤ(t)∆t/2) 연산자가 분모에 쓰여 있으므로
time evolution 연산자 계산 시 역행렬 계산이 필요하다.
localized atomic orbital basis set 계산의 경우 다른 basis
set보다 사용하는 basis 개수가 작기 때문에 열행렬 계산이
상대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
된다. Crank-Nicolson 방법에서 쓰여진 수식 의미를 살펴
보면 분자의 (1 − iĤ(t)∆t/2) 연산자는 짧은 dt/2 시간을
evolution 하는 연산자이며, 분모의 (1+iĤ(t)∆t/2) 연산자
는 역으로 −dt/2 시간을 evolution하는 연산자이다. 따라
서 Fig. 2(b)에 나타낸 것처럼 시간 간격 내 중앙(t + dt/2)
에서 만나게 된다.

힘이 0.01 eV/Å이하로 작용하도록 구조를 안정화 시켰다.
이 초기구조를 이용해 300 K 상온에 대응하는 운동에너지
를 초기 상태로 MD 계산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DFT-MD,
TDDFT-MD 모두 50 as의 시간 간격을 사용하였다. 참
고로 일반적인 DFT-MD 계산에서는 이 시간 간격이 아주
짧은 시간 간격이며, 일반적인 TDDFT-MD 계산에서는 이
시간 간격이 상대적으로 아주 긴 시간 간격에 해당된다.
Figure 3은 수소분자 진동운동의 계산 결과를 나타낸다.
우선 비교를 위한 DFT-MD 계산 결과를 보면 안정한 결합
위치 0.8 Å 근방에서 상온 열운동에 의해 0.79 – 0.81 Å
사이를 진동 운동한다. 진동 주기는 약 8 fs 정도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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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DDFT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 모델에 필요한 가정과
변수를 선정할 필요 없는, 제일원리 방법으로 분석 가능하
게 만든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계산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TDDFT 계산을 수행하여, 광합성, 광화학, 태양전지 등의
지금까지 TDDFT가 적용되지 못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 적
용되어, 들뜬 상태 현상에 대한 새로운 물리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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