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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의 해밀토니안을 Q-state Potts-Model로 근사하여, 

2, 3차원 형태의 선형 고분자 시스템을 모사하고자 한다. 고분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하여 전산모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분자의 

크기의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흔히 사용되는 Flory’s Theory와 달리 

고분자의 대표적인 특성인 지수(exponent)에 대하여 더 유동적인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고분자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scaling 

argument가 잘 적용되는지를 확인해보았으며, 그 결과 일부의 경우에서만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troduction 

고분자는 화학에 있어서 실생활에 제일 응

용이 많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들 중 하나이다. 

현재도 단량체가 주어졌을 때 고분자가 가질 

수 있는 물성을 예측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 [1] 그 중 대표적으로 살펴보는 

물성 중 하나가 바로 고분자의 길이이다. 이 

고분자의 길이는 고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단량

체의 수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증가한다. 이 관

계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이론으로 Flory’s 

Theory가 있다. 

Flory’s Theory에선, 3차원 공간에서 단량체간

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interaction 

free energy(Fint)을 아래와 같이 근사한다. 

 
entropy 효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entropy free 

energy(Fent)는 다음과 같이 유도가 된다. [2]  

 
그리하여 얻어진 total free energy은 두 free 

energy의 합으로 나타내지며, 

 
이 free energy의 최소값을 미분을 통하여 구

하게 되면, 아래의 식과 같이 다음과 같은 관

계를 얻을 수 있다. 

 
반면, 2차원 계의 경우에는 Ftot이 다음과 같이 

변화함에 따라: 

 
지수가 0.75로 나타나지게 된다. 이제, 여기서 

나타난 0.6이나 0.75을 지수(exponent)라 부르

며, 이 지수는 고분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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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표가 된다. [2] 

한편, 이 Flory’s Theory에는 크게 세 가지의 문

제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고분자의 특성에 따

라 달라지는 지수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위의 

식에서 interaction term을 지배하는 υ가 양수

이기만 하면, 위의 논리를 적용하면, 고분자의 

지수는 3차원의 경우엔, 항상 0.6이며, 2차원의 

경우엔 0.75이다. 이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만약에, 단량체 간의 반발력이 매우 큰 

경우에는, 당연히 선형에 가까운 고분자를 나

타낼 것이며, 지수가 1에 가까워져야 하나 그

러한 상황의 묘사를 잘 보여주지 못한다. 이는, 

Flory’s Theory가 단량체의 확률분포가 균일하

다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점이다. 

두 번째 한계점은, 바로 Fint에서 υ term이 음

수일 때이다. 음수인 경우에는, free energy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R이 0에 가까워지는 모순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고

분자의 길이를 묘사하기가 어려워진다. 

마지막 한계점으로는, Flory’s Theory가 고분자

의 길이와 단량체 수 사이의 비례관계만 보여

주며, analyatic한 식으로 고분자의 크기를 묘사

하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스핀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Pott’s Model을 고분자에 적용하여, 거의 반발

력만 작용하는 경우와 인력이 작용하는 경우, 

상호작용하는 정도에 따라 지수가 잘 변화하는

지 살펴보고, 고분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caling argument가 잘 적용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론 및 계산방법 

A. Freely Jointed Linear Chain 

이 연구에서는 선형의 고분자를 모사하기 위해 

어느 고정된 축으로 회전하는 freely rotating 

chain 모델이 아닌, 어느 정도 자유롭게 회전

할 수 있는 Freely Jointed Linear Chain 모델을 

사용하였다. Freely Jointed Linear Chain에서 고

분자의 단량체에 해당하는 Kuhn Monomer는 

하나의 벡터( 𝑟𝑟𝑟𝑟𝚤𝚤𝚤𝚤��⃗ )로 표현되며, 고분자는 Kuhn 

monomer들의 벡터들의 합(𝑅𝑅𝑅𝑅�⃗ )으로 표현이 된

다. 

 
이때 N은 단량체의 개수를 의미한다. Freely 

Jointed Linear Chain 모델에서 linear chain이 

가질 수 있는 모든 conformation들의 앙상블 

평균은 다음과 같은 기호로 정의할 것이다. 

 

B. Q-state Potts Model 

여러 spin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spin system

의 열역학적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이 바로 Ising model이다. Ising 

model에선, 각 격자점 위에 spin들이 위치하고, 

각 spin들은 nearest neighbors끼리만 상호작용

을 한다고 가정하며, spin은 위 (+1) 혹은 아래

(-1)의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한다. Q-state Potts 

Model은 이를 확장한 것으로, 각 격자점에 벡

터 형태의 spin(𝑆𝑆𝑆𝑆𝚤𝚤𝚤𝚤���⃗ )이 존재하는 대신, 각 벡터는 

주어진 자연수 q에 대하여 다음 벡터값만 가

질 수 있다. [3] 

 

2차원의 경우엔, (i,q는 자연수) 

 
3차원의 경우엔, (i,j,q는 자연수) 

 
 

그리고 해밀토니안은 이웃한 spin 끼리 상호작

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본 연구는 고분자의 해밀토니안을 위의 형태로 

근사하여 고분자의 크기를 구해볼 것이다. 

C. Effective Hamilton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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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고분자의 해밀토니안을 위의 Pott’s 

Model, 혹은 이와 유사한 꼴로 나타내볼 것이

다. 거의 반발력만 작용하는 경우와 인력이 크

게 작용할 때의 퍼텐셜 에너지 곡선을 생각해

볼 것이다. 대개 다음과 같은 꼴로 나타내진다. 

Figure 1. Highly Repulsive, Attractive의 

potential energy curve 

위의 그래프를, 이웃한 두 단량체 간의 각도를 

θ라 하면, 다음과 같이 변환될 수 있다. 

Figure 2. 두 단량체 간의 각도에 대한 

potential energy curve 

이 에너지곡선을 반영하는 몬테 카를로 시뮬레

이션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에너지 곡선을 근사하여 effective 

Hamiltonian을 세울 것이다: 

Repulsive 한 경우, 

Figure 3. Highly repulsive 상황에서의 근사된 

potential energy curve 

Figure 3처럼 1-cos(θ)꼴로 근사를 할 수 있으

며,  

Attractive 한 경우에는, 

Figure 4. Attractive 상황에서의 근사된 

potential energy curve 

Figure 4처럼 cos(θ-α)의 꼴로 근사를 할 수 있

다. 여기서 이웃한 두 단량체끼리만 근사된 에

너지 곡선으로 상호작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앞에서 등장한 Q-state Pott’s Model과 유사한 

꼴로 해밀토니안을 세울 수 있다. 

- Repulsive 

- Attr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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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i,i+1은 i번째 벡터와 i+1번째의 벡터가 이루는 

각이다. 

D. Glass Transition 

고분자만의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로 Glass 

Transition 이 있다. Glass Transition은 고분자가 

Tg(glass temperature)를 기준으로 낮은 온도에

서는 유리와 같은 glass state, 고온에서는 조금 

더 유연한 고무와 같은 rubber state로 존재하

는 현상이다. 이 Glass Transition을 설명하는 

이론들의 공통점은 고분자를 수많은 단량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 분자로 가정한다는 것이

다. 이 가정에 따르면 분자 자체의 엔트로피, 

고분자가 차지하는 free volume이 Glass 

Transition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4] 

E. Polymer under stress, scaling argument 

고분자에 외부의 힘이 가해지는 경우를 묘사하

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Scaling Argument

이다. 고분자 양 옆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당

기는 힘이 작용하는 상황을 살펴보자. 

 
Scaling argument에선, 그림에서 보는 거와 같

이, blob의 크기를 ζ라 정의했을 때, blob 내부

에서의 단량체의 분포는 힘이 없을 때의 상황

과 같고, blob끼리의 분포는 rod like linear 

chain의 경우와 비슷하다는 가정을 한다.  

Blob가 가지는 지수를 ν, blob 내부의 단량체 

개수를 g라 하면, blob 내부에서는 힘이 없을 

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ζ는 다음과 같은 관계

식을 만족하고, 

 
고분자의 전체 크기 R은 각 N/g 개의 blob끼

리는 rod like linear chain임에 따라 

 
을 만족하게 된다.  

힘 F가 blob의 크기만큼 고분자를 늘리기 위

해 필요한 일이 kBT 정도라 가정하면, 

 
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이로부터 힘(F)과 blob 

사이 거리(R) 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

다. [2] 

 
한편, 위의 상황을 effective Hamiltonian으로 

묘사를 해보면, 

 
에서 F가 0이 아닌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리하

여, 위에서 사용한 scaling argument와 직접 해

밀토니안을 H라 했을 때, 둘이 서로 잘 맞는지

를 확인해볼 것이다. 

 

F. 계산방법 

본 연구에서는 Q-state Potts Model을 몬테 카

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 전산모사 하였다. 에

디슨 홈페이지에는 해당 모델에 대한 solver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계산하였다. 에디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 

차원 이징 모델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코딩한 프로그램이 오류 없

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에디

슨 솔버에서 제공하는 이징 모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metropolis 

algorithm을 사용하여 상태를 sampling 하였으

며[5], state을 변화시킬 때에는, 하나의 단량체

의 벡터성분을 변화시키는 방식의 random 

sampling을 하였다. 각 시스템마다 사용된 

sampling number 수는 다음과 같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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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0 20 40 60

2차원 5x106 107 2x107 4x107

3차원 2x107 4x107 108 2x108

Table 1. F=0일 때, N에 따른 sampling number 

 

F가 0이 아닌, 즉 외부에 힘이 가해진 경우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sampling 

number을 108개로 놓고 하였다. 

G. Calculation system 

Potts model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본 연구에

서는 q=5로 고정시키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

였다. 크게 2차원 평면상의 linear chain과 3차

원 공간상의 linear chain에 대하여 highly 

repulsive, attractive, under stress 3 가지 경우에 

대하여 계산을 진행하였다. 

H. Calculating Quantity 

많은 이론에서 보여주듯이, 고분자의 크기와 

단량체의 개수 사이의 관계에는 보통  

 
와 같은 비례관계를 만족하며, 위의 ν을 지수 

(exponent)라고 한다. 상호작용이 없는 고분자

의 경우엔, 지수값이 약 0.5이며, 완전선형고분

자의 경우엔, N에 비례하여 거리가 증가하므로, 

지수값이 약 1이며, 반발력의 영향력이 커질수

록 1에 가까워지며, 이를 확인해볼 것이다. [2] 

Exponent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자연로그

를 취하여 

 
기울기를 분석함으로써 지수를 얻어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F=0) 경우에 위의 관계식이 성립하는지 보기 

위하여 고정된 J에 대하여 단량체 개수 

(N=10,20,40,60)에 따른 ln(<R>)의 변화를 관

찰하여 지수를 얻어내고, J의 값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고분자의 

glass transition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고분

자의 fluctuation <ΔR>이 J값이 변화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Fluctuation 

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하여 계산하였다: 

 
Attractive한 경우엔, attraction의 범위를 나타

내기 위해 추가한 변수 α가 있다. 이에 따라, 

repulsive한 경우에서 분석한 관계에 더불어 α

에 따른 차이도 추가로 분석하였다. 

외부에 힘이 작용하는 경우(F≠0)에는 앞에서 

세웠던 effective hamiltonian을 적용하여 얻어

낸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와 scaling 

argument 이론을 적용시켰을 때의 결과가 일

치하는지를 2차원, 3차원 고분자에 살펴보았다. 

위와 마찬가지로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함으로

써 

 
ln(<R>)과 ln(F/kBT)의 선형관계가 잘 성립하는

지 관찰함으로써 scaling argument와의 적합성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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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Highly Repulsive

2D Result 

2차원 고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Figure 5. ln(<R>)과 ln(N)의 관계 

Figure 5에서 볼 수 있듯, ln(<R>)과 ln(N)은 거

의 완벽한 선형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각 

추세선의 기울기를 각 J값마다 분석하면서 J값

에 따른 지수, 그리고 신뢰도를 다음 표로 정

리하였다: 
J/kBT 1 2 3 4
Exponent 0.5161 0.5509 0.6184 0.7267
R2 0.9999 0.9993 0.9976 0.9972
J/kBT 5 6 7 8
Exponent 0.8227 0.9039 0.9497 0.9757
R2 0.9985 0.9996 0.9998 0.9999

Table 2. J에 따른 지수의 변화(2d) 

위 계산결과를 바탕으로 J 값에 따른 편차

(<ΔR>) 분포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었다. 

Figure6. N=10일 때의 편차(<ΔR>)와 J와의 관

계 

Figure 7. N=40일 때의 편차(<ΔR>)와 J와의 관

계 

3D Result 

3차원의 고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ure 8. ln(<R>)과 ln(N)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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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의 직선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위의 그래프로부터 J값에 따른 

지수를 표로 정리하였다. 

J/kBT 1 2 3 4
Exponent 0.581 0.6892 0.8193 0.9001
R2 0.9995 0.9989 0.9986 0.9989
J/kBT 5 6
Exponent 0.9331 0.9414
R2 0.9991 0.9994

Table 3. J에 따른 지수의 변화(3d) 

J 값에 따른 편차(<ΔR>) 분포 역시 다음과 같

이 얻었다. 

 

Figure 9. N=10일 때의 편차(<ΔR>)와 J와의 관

계 

 

Figure 10. N=40일 때의 편차(<ΔR>)와 J와의 

관계 

 

2. Attractive 

인력의 경우엔, fluctuation의 변화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 

 

2D Result 

 
Figure 11. α=45º일 때, ln(<R>)과 ln(N)사이의 

관계 

 
Figure 12. α=60º일 때, ln(<R>)과 ln(N)사이의 

관계 

 

마찬가지로 좋은 선형관계를 만족한다. 

앞에서 계산했었던 highly repulsiv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J변화에 따른 지수를 위의 그래프

로부터 얻어내었다: 

 
J/kBT 1 2 3 4 5
Exponen
t

0.48
6

0.47
3

0.46
1

0.45
4

0.45
1

R2 0.99
9

0.99
9

0.99
9

0.99
9

1

Table 4. α=45º일 때 J와 지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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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ttractive 

인력의 경우엔, fluctuation의 변화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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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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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α=60º일 때, ln(<R>)과 ln(N)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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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좋은 선형관계를 만족한다. 

앞에서 계산했었던 highly repulsiv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J변화에 따른 지수를 위의 그래프

로부터 얻어내었다: 

 
J/kBT 1 2 3 4 5
Exponen
t

0.48
6

0.47
3

0.46
1

0.45
4

0.45
1

R2 0.99
9

0.99
9

0.99
9

0.99
9

1

Table 4. α=45º일 때 J와 지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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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BT 1 2 3 4 5
Exponen
t

0.48
9

0.48
3

0.47
8

0.47
4

0.47
2

R2 0.99
9

0.99
9

0.99
9

0.99
9

1

Table 5. α=60º일 때 J와 지수 관계 

 

3D Result 

 
Figure 13. α=45º일 때, ln(<R>)과 ln(N)사이의 

관계 

 
Figure 14. α=45º일 때, ln(<R>)과 ln(N)사이의 

관계 

 
J/kBT 1 2 3 4 5
Exponen
t

0.48
8

0.47
7

0.46
8

0.46
2

0.46
0

R2 0.99
9

0.99
9

0.99
9

0.99
9

1

Table 6. α=45º일 때의 J와 지수 관계 
J/kBT 1 2 3 4 5
Exponen
t

0.49
1

0.48
6

0.48
1

0.47
9

0.47
7

R2 0.99
9

0.99
9

0.99
9

0.99
9

1

Table 7. α=60º일 때의 J와 지수 관계 

3. Under stress 

외부의 힘이 작용하는 경우엔, 힘의 세기에 따

라 R과 N 사이의 지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구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R>과 

F/kBT 사이의 관계를 그려보았다. 

 

2D Result 

 
Figure 14. 2차원 고분자에서 F에 따른 <R>의 

변화 

3D Result  

 
Figure 15. 3차원 고분자에서 F에 따른 <R>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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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1. Highly Repulsive

위의 계산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가 가

정한 effective hamiltonian도 R≈Nν라는 관계

식을 잘 만족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때 지

수 ν 역시 J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였다. 매우 

repulsive한 상황을 뜻하는 높은 J 값들에 대

해서는 exponent가 1에 가까워짐에 따라 

linear chain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잘 묘사해

준다. 

두 번째로, 차원에 따라 지수가 조금씩 달라

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값들을 그래프

로 그려보았다: 

Figure 16. 2차원, 3차원 고분자의 J에 따른 지

수 변화 

그림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지수는 2차원 

고분자가 3차원 고분자보다 작으므로, 그만큼 

반발력 효과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Flory’s Theory가 주는 결과와 다르다. (지수가 

2차원이 더 크게 나온다.) 또한, 증가하는 경

향성도 2차원과 3차원의 경우가 다르다. 3차

원 고분자는 처음에 급격히 선형적으로 증가

하다가, 4kBT쯤에서 지수의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2차원 고분자는 증가율이 

4kBT까지는 작으나, 그 이상부터는 급격히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본, 그래프의 x축은 

J/kBT였다. 그러나, 실험이나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변수는 J보다는 

온도 T이다. 그리하여, 위의 결과를 T에 대하

여 다시 그려보았다. 

Figure 17. N=10 2차원 고분자의 온도에 따른 

fluctuation 변화 

Figure 18. N=40 2차원 고분자의 온도에 따른 

fluctuation 변화 

Figure 19. N=10 3차원 고분자의 온도에 따른 

fluctuation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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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4kBT쯤에서 지수의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2차원 고분자는 증가율이 

4kBT까지는 작으나, 그 이상부터는 급격히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본, 그래프의 x축은 

J/kBT였다. 그러나, 실험이나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변수는 J보다는 

온도 T이다. 그리하여, 위의 결과를 T에 대하

여 다시 그려보았다. 

Figure 17. N=10 2차원 고분자의 온도에 따른 

fluctuation 변화 

Figure 18. N=40 2차원 고분자의 온도에 따른 

fluctuation 변화 

Figure 19. N=10 3차원 고분자의 온도에 따른 

fluctuation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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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N=40 3차원 고분자의 온도에 따른 

fluctuation 변화 

 

2차원, 3차원 고분자 두 경우 모두 어느 T값

에서 fluctuation의 급격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모델은 glass 

transition을 설명해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luctuation이 크다는 것은 그 만큼 고

분자의 크기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Tg

에 가까워지게 되면, 급격한 fluctuation의 증

가가 생기게 되면서, 분자의 크기가 크게 진

동함에 따라, close packing하기 어려운 

rubber state가 될 수가 있으며, Tg보다 작으면, 

fluctuation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close 

packing하기 쉬워지는 glass structure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glass transition의 대표적인 특성 중 하

나로, 단량체의 개수에 Tg가 달라지는 것도, 

N에 따라 R의 variance peak 위치가 변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다. 

 

2. Attractive 

위에서 나왔던 J에 따른 지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았다.  

 
Figure 21. J에 따른 exponent의 변화 

 

모든 경우, 이상적인 값인 0.5보다는 작은 

지수값을 가지고 있어 인력으로 인한 고분자가 

쭈그러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repulsive의 경우와는 다르게, 아무리 

강한 인력을 줘도 지수(exponent)가 어느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찾아보았다. 

α=60º, J가 매우 큰 상황을 고려해보면, 

고분자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대부분의 

monomer vector들은 서로 60º 씩 이루게 

된다. 그러나, 60º 씩 이룰 때도 다양한 

모양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Figure 22. Potts Model 시스템에서 고분자가 

가질 수 있는 두 개의 안정한 conformation 

 

왼쪽 그림의 상황은, 확실히 고분자가 잘 

collapse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오른 쪽의 

경우처럼 찌그러지기만 하면, 사실상 벡터간의 

각도라 60º로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exponent가 거의 1에 가까워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의 발생이 중첩되면서 exponent가 

크게 감소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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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hamiltonian에서 가정했던 

neighborhood attraction만으로는 지수가 크게 

감소하는 상황을 묘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선택된 단량체가 얼마나 빈번하게 

다른 단량체와 상호작용하는지 확실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3. Applying stress to polymer 

결과 1에서 구했었던 exponent을 scaling 

argument에 적용하여 얻어지는 <R>과 F의 

지수 관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D 고분자 

J/kBT 1 2 3 4
Expected
exponent

0.923 0.791 0.571 0.354

Table 8. Scaling Argument을 적용한 <R>과 

F의 지수 관계 

 

3D 고분자 

J/kBT 1 2 3 4
Expected
exponent

0.6966 0.4227 0.2048 0.1046

Table 9. Scaling Argument을 적용한 <R>과 

F의 지수 관계 

 

그러나, ln(<R>) vs ln(F)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F의 크기에 따라 선형관계가 성립하는 

구간들과 그렇지 못한 구간이 있었으며, 그 

구간 역시 2차원인지 3차원인지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F을 작은 구간, 중간 

구간, 매우 큰 구간 세 가지로 나누어 

경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2차원 고분자 

2차원 고분자의 경우엔, 놀랍게도 거의 전구간 

F에 대하여 1/(1-R/Rmax)사이에 이차함수 

관계가 성립한다. (Rmax=N=200) 

 
Figure 23. 2차원 고분자에서 F와 1/(1-R/Rmax) 

관계 그래프 

 

실제로, ln으로 plot을 하게 되면, 거의 어떠한 

특별한 구간에서도 좋은 선형관계를 만족하는 

경우가 없었다. 즉, 2차원 고분자에 대해서는 

scaling argument을 적용시키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다. 

 

3차원 고분자 

3차원 고분자의 경우엔, 구간별로 다른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F가 작은 구간(0.0 < F/kBT < 0.2)에 대해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선형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가 있다. 

 
Figure 24. F가 작은 구간에서의 <R> vs F 

그래프 

 

중간 구간 (0.3 < F/kBT < 1.0) 에 대해서는 

보다시피, ln(<R>)과 ln(F) 간의 좋은 선형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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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hamiltonian에서 가정했던 

neighborhood attraction만으로는 지수가 크게 

감소하는 상황을 묘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선택된 단량체가 얼마나 빈번하게 

다른 단량체와 상호작용하는지 확실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3. Applying stress to polymer 

결과 1에서 구했었던 exponent을 scaling 

argument에 적용하여 얻어지는 <R>과 F의 

지수 관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D 고분자 

J/kBT 1 2 3 4
Expected
exponent

0.923 0.791 0.571 0.354

Table 8. Scaling Argument을 적용한 <R>과 

F의 지수 관계 

 

3D 고분자 

J/kBT 1 2 3 4
Expected
exponent

0.6966 0.4227 0.2048 0.1046

Table 9. Scaling Argument을 적용한 <R>과 

F의 지수 관계 

 

그러나, ln(<R>) vs ln(F)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F의 크기에 따라 선형관계가 성립하는 

구간들과 그렇지 못한 구간이 있었으며, 그 

구간 역시 2차원인지 3차원인지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F을 작은 구간, 중간 

구간, 매우 큰 구간 세 가지로 나누어 

경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2차원 고분자 

2차원 고분자의 경우엔, 놀랍게도 거의 전구간 

F에 대하여 1/(1-R/Rmax)사이에 이차함수 

관계가 성립한다. (Rmax=N=200) 

 
Figure 23. 2차원 고분자에서 F와 1/(1-R/Rmax) 

관계 그래프 

 

실제로, ln으로 plot을 하게 되면, 거의 어떠한 

특별한 구간에서도 좋은 선형관계를 만족하는 

경우가 없었다. 즉, 2차원 고분자에 대해서는 

scaling argument을 적용시키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다. 

 

3차원 고분자 

3차원 고분자의 경우엔, 구간별로 다른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F가 작은 구간(0.0 < F/kBT < 0.2)에 대해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선형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가 있다. 

 
Figure 24. F가 작은 구간에서의 <R> vs F 

그래프 

 

중간 구간 (0.3 < F/kBT < 1.0) 에 대해서는 

보다시피, ln(<R>)과 ln(F) 간의 좋은 선형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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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F가 중간인 구간에서의 ln(<R>) vs 

ln(F), J=1,2 그래프 

 

 
Figure 26. F가 중간인 구간에서의 ln(<R>) vs 

ln(F), J=3,4 그래프 

 

그러나, 위에서 예상했던 지수와 비교를 하게 

되면, 꽤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 

J/kBT 1 2 3 4
Expected 0.6966 0.4227 0.2048 0.1046

Calculated 
exponent

0.5092 0.3086 0.1446 0.0725

Table 10. Scaling Argument을 통한 지수와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얻은 지수의 

비교.  

 

F가 큰 구간(1.0 < F/kBT)에서는 기본적으로 

ln을 씌웠을 때, 좋은 선형 관계를 만족하지 

않지만, 2차원에서 살펴보았던 수식을 다시 

활용하여 plot을 하게 되면, 

 
Figure 27. F가 큰 구간에서의 1/(1-R/Rmax) 

관계 그래프 

 

2차원의 경우와는 다르게, 선형관계를 얻을 

수가 있다. 여전히, scaling argument는 잘 

성립하지 않으나, 2차원의 경우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시스템에 Potts model

을 적용하여 이 모델이 Flory’s model과 달리 

유동적인 지수 변화, glass transition, scaling 

argument를 잘 설명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모델을 바탕으로 N, J, F에 따른 R의 analytic 

function을 얻고자 하였다. 

Repulsive 상황에서의 effective hamiltonian

으로 구현한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역시 

R≈Nν 관계를 잘 묘사해주며, 반발력의 세기에 

따른 지수 변화를 잘 묘사해주며, 단순히 비례

관계가 아닌, analytic한 결과까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효과적인 model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차원, 3차원에서의 반발력의 세기가 

미치는 영향의 차이까지도 확실히 알 수 있었

다. 또한, T에 따른 fluctuation의 급격한 변화

를 관찰할 수 있었다. 

Attractive 상황에서의 effective hamiltonian

은 R≈Nν의 관계는 잘 설명하지만, 인력의 세기 

J와 범위 α을 변화시켜도 지수가 크게 변하지 

않으며, 고분자의 collapse되는 극단적인 상황 

역시 묘사가 잘 되지 않는다. 즉, collapse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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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는 단순히 nearby neighbourhood 

interaction만으로는 묘사가 불가능함을 보여준

다. 고분자가 coiling되는 현상을 묘사하기 위

해서는 주어진 단량체가 다른 단량체와 

interaction 가능한 개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model을 바탕으로 확인한 polymer의 

stretching 결과에서는 2차원에서는 scaling 

argument가 잘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었고, 3차원에서는 scaling argument가 어느 정

도 성립함을 보여주지만, 정확한 묘사가 되지 

않는다. 이를 명확하게 규명해내기 위해서는 

scaling argument을 뒷받침해주는 수학적인 이

론을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첨단 사이언스·교육 허

브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

다. (NRF-2011-0020576) 특히, 일반화된 이징 

모델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작

하신 정연준 교수님과 노찬우 조교님께서 도움

을 많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글을 올리고 

싶습니다.  

 

참고문헌 

[1] C. J. Hawker and K. L. Wooley, Science, 309, 

1200 (2005) 

 

[2] Michael Rubinstein, Ralph H. Colby, Oxford 

University Press, Polymer Physics (2003)  

[3] https://en.wikipedia.org/wiki/Potts_model. 위키피

디아. 

[4]http://faculty.ims.uconn.edu/~avd/class/2006/che

g351/lec6.pdf 웹사이트 

[5] http://www.edison.re.kr. EDISON 웹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