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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에너지 경관은 협동 과정이 일어나는 계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 액체, 유리, 분자 뭉치, 단백질 등 

매우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에너지 경관의 쓰임과 관련 

실험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주제어: 에너지 경관, 액체, 유리, 분자 뭉치, 단백질

ABSTRACT. Energy landscape is a theoretical tool used for the study of systems where cooperative processes occur 
such as liquid, 이ass, clusters, and protein.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es related to energy landscape are intro
duced in this review.

Keywords: Energy Landscape, Liquid, Glass, Molecular Clusters, Protein

서 론

,Energy Landscape’(이하 EL) 이라는 용어는 에너지 

경관(景景)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화학자들에게 아 

직 익숙하지 않은 편이다. 화학 전반에서 보편적이 

지 않다는 점에서, EL은 레이저 분광학 분야 연구자 

들에게만 익숙한 티타늄-사파이어 (Ti:sapphire) 레이 

저와 비교될 수 있다」극초단 펄스 레이저인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가 화학 전 분야에서 두루 사용될 가 

능성은 거의 없지만, EL은 이론, 실험을 망라하여 물 

리, 화학, 생물학 분야 등 다양한 연구에서 널리 이 

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이후 발표된 EL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헌은 유리 

(glass), 원자, 분자 뭉치 (cluster), 단백질과 같은 거대 

생물 분자들을 대상으로 문헌들로, 이론 연구에 주 

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험 결과들을 해석하는데도 자 

주 언급되고 있다.

EL 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부터 이 

론 물리화학자들은 액체, 고체의 구조와 상전이를 비 

롯한 응축상의 구조와 관련 동역학을 연구하는 도구 

로 EL과 유사한 개념을 사용해왔다.2 1990년대 이후 

EL 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는데,3 간단히 

말하면 EL은 많은 입자로 이루어진 계의 자유 에너 

지(간혹 포텐셜 에너지 potential energy)를 다소 임의 

적인 집합적 변수에 대하여 도식한 것이다. EL로 표 

현되는 계들은 분자 간 상호 작용이 중요한 여러 가 

지 응축상(condensed phase)으로, 이들 계에서 협동 

과정 (cooperative process) 이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으 

며, 복잡계］ (complex system) 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총설에서는 EL에 관한 일반적 의미, 관련 연 

구의 예, 관련 실험 방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으 

며, 마지막에 EL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연구되고 

있는 단백질과 관련되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요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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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경관 (EL)

Fig. 1(a)은 두 개 입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를 보 

여주며, Fig. 1(b)는 AB+C—A+BC와 같은 3개 입자 

사이의 화학 반응을 설명하는 포텐셜 에너지 함수를 

등고선 표기법으로 그린 것이다. 일반화학이나 물리 

화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러한 포텐셜 에너지 함수는 

화학 결합, 에너지 구조, 분자 간 상호 작용, 화학 반 

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포텐셜 에너지 

함수를 가지면 열역학적 특성과 물리 화학적 변화에 

관한 정량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 계의 크기가 커져 

많은 수의 입자들이 관련되면, 계의 구조와 관련 동 

역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포텐셜 에너지 함수를 결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된다. 많은 입자로 이루어 

진 계에 대한 통계역학적 연구 방법으로, 위치와 운 

동량의 위상 공간 (phase space) 에서 위상 공간 분포 

함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방법 (Lio니ville 
방정식)이 있지만 포텐셜 에너지 함수의 구체적인 형 

태를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통계역학적인 방법을 사 

용하여 정량적 연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4 포텐 

셜 에너지 함수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도 응축 상과 

같이 많은 입자들로 구성된 계의 경우 원하는 정보 

들을 계산에 의해 얻어내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Fig. 1의 경우보다 조금 더 많은 입자(원자)들이 관 

련된 포텐셜 에너지 함수 중 쉽게 접할 수 있는 에 

너지 함수는 단일 결합의 회전에 따라 변화하는 유 

기 화합물의 에너지 함수이다. 유기화합물의 형태 

이성질체 (conformer)  의 에너지 도식은 유기 화합물 

의 탄소 수가 증가하면 복잡해진다. 사이클로헥산과 

같은 고리 화합물들의 형태 변화와 관련된 포텐셜 에 

너지 함수 역시 같은 유형에 속한다. 단일 결합의 회

Fig. 1. (a) 2개 입자 사이의 거리의 함수로 나타낸 포텐 

셜 에너지. (b) 3개 입자 사이의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포텐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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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입자간 평균 거리의 함수로 나타낸 계의 포텐셜 

에너지 함수5.

전 또는 비틀림(torsion)으로 인한 형태 변화는 단백 

질과 같은 거대 분자의 구조에 특히 중요하다.
Fig. 2는 가상 응축계의 포텐셜 에너지를 입자간의 

평균 거리의 함수로 나타낸 것으로, 계는 두 가지 안 

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5 입자간 평균 거리 (R)는 계 

의 밀도 (d) 와 관계한다 (R8d』/3). 높은 밀도 구조보다 

낮은 밀도 구조가 더 안정하며, 높은 밀도 구조의 에 

너지 우물의 폭이 더 넓은 것으로부터 높은 밀도 구 

조가 더 큰 엔트로피를 갖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높은 밀도에서 큰 엔트로피를 갖는 구조는 결정이기 

보다 유리질일 가능성이 높다. 높은 대칭성을 갖는 

결정 구조의 엔트로피는 높지 않아 Fig. 2의 낮은 밀 

도 구조와 같이 그 폭이 좁은 에너지 우물 구조를 보 

인다. Fig. 2에 나타난 것과 같은 포텐셜 에너지 함 

수를 실험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넓은 압 

력 범위에서의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험을 통 

해 이러한 포텐셜 에너지 함수를 결정하는 일은 쉽 

지 않다. 계를 구성하는 입자간 포텐셜 에너지 함수 

가 알려진 경우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Fig. 2과 같은 

계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많은 시간 

과 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Fig. 2의 포텐셜 에너지 함수 도식을 EL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보다 일반적 의미의 EL은 Fig. 3에 나 

와 있다.6,7 Fig. 3은 그 모양이 깔때기 (fUnnel)와 유사 

하다고 하여 깔때기 모형이라고 불리는 단백질 접힘 

과정과 관련된 EL이다. Fig. 2와 3의 차이는 포텐셜 

에너지 대신 자유 에너지가 도식되었다는 점이다. 자 

유 에너지는 계의 안정성과 직결된 양이기 때문에 입 

자의 상대적 위치만으로 결정되는 포텐셜 에너지보 

다 보편적이다. 특히 자기 조직화 (self-organization) 가 

일어나는 계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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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단백질 접힘 현상과 관련된 깔때기 모형 인 EL.

유에너지가 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 
포텐셜 에너지와 자유 에너지의 또 다른 차이는 온 

도 의존도이다. Fig. 1, 2의 포텐셜 에너지 함수는 온 

도에 무관하지만 EL의 자유 에너지는 온도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한다. 따라서 자유 에너지로 표시된 EL 
은 주어진 온도 조건에서만 유효하다.

EL 에서 x축은 보통 질서 변수 (order parameter) 근｝ 

고 부르는데,8 위상 공간에서와 같은 6N 차원의 벡 

터가 아니라, 계의 밀집도 (compactness), 거대 분자의 

회전 반경 (radius of gyration), 활성 상태 단백질 분 

자와 비교한 수소 결합의 수, 용매에 노출된 표면적, 3 
차 구조에 편입된 아미노산 수와 같이 임의적인 변 

수들이다. 이 변수들은 계에 속한 전체 입자와 관련 

된 집합적 의미의 좌표 (collective coordinate) 이다. Fig. 
2의 전체 입자간 평균 거리 역시 집합적 좌표의 하 

나이다. EL 의 모양과 특성은 그 변수에 따라 변화하 

기 때문에, 변수를 선택할 때 그로부터 원하는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x 축 변수의 

집합적 의미로 인해 EL에서의 변화는 여러 변화들 

의 집합 - 경로들의 앙상블이다. 따라서 EL 에서의 변 

화를 추적하는 것은 보통의 포텐셜 에너지 곡면에서 

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과는 다르며, EL의 x 축 변수 

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EL 의 해석과 사용 

에 필수적이다.
단백질 분자의 3차원 구조는 구성 아미노산의 결 

합 순서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백질 접 

힘 현상은 생물학은 물론 화학, 물리 분야에서도 관 

심을 갖는 주제이다. Fig. 3의 깔때기 모형 윗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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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 사슬이 무질서하게 풀어져 있는 경우로, 단 

백질 분자의 자유 에너지는 높고, 엔트로피가 크다. 
단백질 분자가 2차, 3차 구조를 만듦에 따라 단백질 

분자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만 많은 상호 작용(주로 

수소 결합)으로 인해 자유 에너지 역시 감소한다. 단 

백질 분자는 3차 구조를 형성한 경우에도 구성 원자 

들의 위치에 어느 정도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으며, 
깔때기 모형 아래 부분의 안정된 에너지 우물의 폭 

이 결정상 (crystal) 에 비해 넓다 (Fig. 2의 에너지 우물 

의 폭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Fig. 3의 y 축은 자유 

에너지인 동시에, 단백질의 활성을 가진 활성 구조 

(native structure)와의 닮은 정도를 나타내는 요소인 

Q - 활성 구조 접촉 비율(fraction of native contact) 이 

라고 부름 - 로도 표시된다. 단백질 분자가 활성 구 

조를 가지면 Q 는 1이며, 아미노산 사슬이 무질서하 

게 풀려져 있는 상태의 R 0이 된다(하지만 R 단 

백질 접힘과 관련된 절대적 변수는 아니다). Fig. 3 
의 EL은 원래 Q 또는 A(활성 구조의 결합각과 비교 

결과 비율)의 함수로 계산한 자유 에너지를 평면에 

투사한 것이다.7
단백질 접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활성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다른 구조를 만들 수 있 

다. Fig. 3의 오른쪽에 별표로 표시된 구조와 같은 경 

우인데, 활성 구조보다 에너지도 높고 그 구조도 다 

르다. 이러한 단백질을 잘못 접힌 단백질 (misfolded 
protein) 이라고 부른다. 광우병, 치매 (Alzheimer), 파 

킨슨병 (Parkinson disease) 등과 같은 병들은 독성을 

가진 단백질이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이 단백 

질들은 잘못 접힌 구조의 단백질들인 경우가 많다.9

EL을 이용한 관련 연구 분야

EL 이 적용되는 연구 대상들의 공통점은 협동 과정 

(cooperative process)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액체의 부피가 담겨진 용기의 모양과 무관하게 일정 

한 것은 구성 입자들의 협동 상호 작용 때문이다. 액 

체에서 협동 과정이 일어나는 길이 단위는 수 nm 에 

불과하지만 계의 밀도와 같은 거시적 특성과 연관된 

匸다. 액체가 냉각하면서 고체가 될 때 생기는 균열도 

미시적 협동 과정의 결과가 거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다. 나노 입자나 분자 뭉치와 같이 미시와 거시의 중 

간 척도(mesoscopic)를 갖는 물질에서도 협동 상호 

작용을 볼 수 있다. 단백질 접힘 과정에는 아미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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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들뿐만 아니라 단백질 분자를 둘러싸고 있는 물 

분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용매 분자들의 움 

직임이 단백질 접힘 과정을 조절하는 것을 종속 제어 

(slaving)라고 하며, 이 역시 협동 과정의 하나이다」。" 

협동 과정으로 인한 구조 변화 등 계의 거동은 단일 

시간 상수를 갖는 지수함수로 표현되지 않는 동역학 

인데, 고분자의 거동이나 단백질의 구조 변화 등에 

서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응축 상 입자들이 접촉하 

고 있는 입자들을 넘어 많은 입자들을 인식하며 집 

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협동 과정 

은 상전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며, 복 

잡계의 자기 조직화에 동력으로 작용한다. EL은 협 

동 과정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협동 과 

정으로 인해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계들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아래에 열거한 EL 이 적용된 연구 분야들은 특별한 

기준 없이, 필자의 주관에 따라 화학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액체, 유리, 용액

액체는 EL 개념이 처음 도입된 연구 대상의 하나 

이다.2 액체 상태는 고체와 같은 응축상이어서 구성 

입자간 상호 작용이 중요한데, 고체와 달리 그 구성 

입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인다. 액체 상태에는 거시적 

대칭성이 없는데, 이 역시 액체 상태를 정량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액체 상태의 특성을 이 

해하는 데는 방사 분포 함수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쌍 싱관 함수 (pair correlation function) 혹은 쌍 분포 

함수(pair distribution function)라고 부르기도 함)가 

중심 역할을 하는데,4 액체 상태에 대한 EL은 방사 

분포 함수를 계산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유리는 미시적으로 액체와 그 구조가 같지만 액체 

와 달리 비평형 상태이다. 유리에는 3 차원적 병진 

대칭성 (translational invariance) 이 없기 때문에 구조 

에 변화를 주는 이탈(dislocation) 현상이 공간적으로 

퍼져 나가지 못한다. 공간 대칭성의 부재와 높은 밀 

도로 인해 유리는 기계적 측면에서 안정하다. 유리 

는 보통 액체로부터 만들어지는데, 냉각 속도에 따 

라 그 특성이 달라진다. 창문, 플라스틱, 식품 등 생 

활 주변에서 많은 유리들을 볼 수 있으며, 매우 추운 

날씨나 수분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곤충들 

의 생존 과정에서 sucrose, trehalose와 같은 이당류들 

이 유리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B
유리는 이와 같은 실용적 특성이외에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흥미로운 현상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 하 

나가 Kauzmann paradox 이다.,说 액체를 냉각할 때 비 

열이 급격하게 변하여, 과냉각 액체의 엔트로피가 결 

정의 엔트로피와 같아지는 온도 (Kauzmann 온도)가 

존재할 것 같은 상황이 관찰된다. Kauzmann 온도 이 

하에서는 과냉각 액체의 엔트로피가 결정의 엔트로 

피가 작아지는 열역학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현상 

이 예상된다. 이는 유리질로의 전이, 유리의 균열 강 

도 등과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는데 

EL은 도움을 준다.技
여러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용액에 관한 연 

구는 다양한 상호 작용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 

문에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수용액에 녹아있는 단 

백질 분자, 마이셀 (micelle) 등도 용액의 범위에 포함 

된다. 용액의 성질은 온도, 농도, 용질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며,m 미시적으로 큰 공간에 영향을 주는 

이온들의 효과를 다루는 것은 까다롭다卩 또한 용액 

의 여러 구성 입자들에 대한 방사 분포 함수들을 실 

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실험이 필요하며, 또한 방사 분포 함수의 온도, 농도 

의존도 등을 결정해야 한다.购 이러한 용액의 연구에 

EL 이 적용되고 있다.

원자 분자 뭉치와 나노 입자

원자 분자 뭉치 (cluster)는 기체 상태와 응축상의 중 

간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끄는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원자 분자 뭉치보다 큰 나노 입자는 특이한 성질이 

나 기능을 가진 물질이라는 느끼을 준다. 원자 분자 

뭉치와 나노 입자의 공통점은 높은 표면/부피 비로, 
표면 화학이나 촉매 등이 이들과 연관이 큰 분야들 

이다.
원자 분자 뭉치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여러 가지 포 

텐셜 함수들을 사용한 가상 입자들에 대한 이론적 연 

구들이 행해져 왔다. 구성 입자의 수에 따른 입자 뭉 

치의 구조 변화는 입자 뭉치를 기체-액체의 중간 상 

태라고 생각할 때 우선 떠오르는 문제인데, LJ 
(Lennard-Jones) 포텐셜 함수를 사용한 입자 뭉치," 

Morse 포텐셜 함수를 사용한 입자 뭉치의 구조에 관 

한 보고가 되어 있다.2。또한 (NaCl)Q 과 같은 알칼 

리할로겐 뭉치，” 물 분자 뭉치，끄 플러 렌 (Cg)23 의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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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동역학 연구에 EL은 사용된다. 원자 분자 뭉치 

의 안정성을 조사해보면 매직 넘버라고 불릴만한 안 

정성을 보이는 뭉치들이 있는데, EL은 이러한 뭉치 

들의 안정성 문제를 연구하는데 효율적이다. 펩타이 

드 역시 넓은 의미에서 분자 뭉치에 포함되는데, 펩 

타이드의 포텐셜 에너지 곡면에 관한 실험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분자 뭉치나 간단한 펩타이드의 구조 

변화 속도를 계산하는데 EL을 사용한다% 다양한 원 

자들이 나노 입자를 만드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 

의 상호 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포텐셜 

에너지 함수를 갖는 것은 쉽지 않다. 나노 스케일로 

가공된 구조에서 움직이는 DNA 물질의 거동에 대 

한 연구,27 나노미터 단위의 자성 물질의 에너지 구 

조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물질을 소자로 사용하는 기 

구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에 EL 이 활용된다꼬

여러 가지 물질들

의약 물질들은 수소 결합과 같은 비공유 결합을 통 

해 연결된 분자 집합체 (molecular assembly)들로, 초 

분자 (supramolecule)로 볼 수 있다. 이들 물질의 결정 

화 과정은 자기 조립 (self-assembly) 과정의 하나이며, 
약리 활성에는 분자 인식 (molecular recognition) 이 중 

요한 활성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물질들의 

약리 기능과 열역학적 안정성은 구성 분자나 결합체 

의 사소한 변화로도 달라진다. 분자 인식과 보완성 

(complementarity) 문제는 이러한 물질의 제조와 활 

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며, EL은 이러한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쯔

고분자 물질에는 결정, 비결정 영역이 혼합되어 있 

지만 결정성이 증가하면 방탄조끼에 사용되는 aramid 
와 같이 매우 유용한 성질을 보여준다. 고분자 물질 

이 용액에서 결정을 만드는 과정 - 핵을 형성하고 자 

라나 층(lamella)을 만드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에 

EL은 활용될 수 있다.3。고분자로 이루어진 계를 연 

구하는데 원자 수준의 포텐셜 에너지 함수를 이용할 

수 없지만 단순한 모형으로 이루어진 EL을 통해 용 

액 속의 액체 흐름이 고분자 결정 성장에 주는 영향 

등에 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다.
외부 충격에 의한 물질의 변형이나 흐름 등은 화 

학적 관점에서 큰 관심을 끄는 주제는 아니지만 물 

질을 가공하거나 폭발과 같은 현상을 이해하는데 매 

우 중요하다. 고무, 합성수지와 같은 고분자에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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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할 때 일어나는 변형에는 압축과 흐름이 수반 

되며, 이러한 복잡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EL은 도움 

을 줄 수 있다.3’ 또한 고체 유기화합물들의 기계적 

특성을 EL을 이용하여 연구하기도 한다.從 이 경우 

거대분자인 고분자보다 정확한 포텐셜 에너지 함수 

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연 

구가 가능하다.
2007년 노벨 화학상이 표면에 관한 연구 업적에 대 

하여 수여되었지만, 표면 혹은 계면은 응축상이 관 

련된 복잡계로, 이론적 실험적 연구가 쉽지 않다.33 
표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인 촉매 작용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메커니즘 제안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 

며, 대부분의 표면 계면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주로 

분자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기 전 단계인 흡착과 같 

은 물리적 변화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용매에 가 

해진 계면활성제가 확산하여 표면에서 핵을 만들고 

성장하여 안정한 계면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속도론 

연구에 EL 이 도움을 준다.34 일반적으로 계면에 대한 

연구는 안정한 계면 - 평형 상태 계면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지만 계면의 불안정성과 같은 주제를 이해 

하는데 EL이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MgF, NaN, MgO-AhO 등과 같은 고 

체 무기 화합물에 관한 이론적 접근은 보편화되어 있 

지 않다. 고체 입자들의 구성비, 구성 입자의 반지름 

비와 분극 정도가 구조에 미치는 영향, 화학 결합 길 

이와 결합 세기의 관계와 같은 다소 고전적인 접근 

법들은 국부적인 상호작용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고 

체 무기 화합물에서 중요한 원거리 상호 작용은 고 

려하고 있지 못하다. 다양한 금속 원자들과 같은 무 

기화합물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원자들 사이의 상호 

작용과 관계하는 포텐셜 에너지 함수가 정확하게 알 

려져 있지 않아 유기 화합물들에 비해 이론적 연구 

가 활발하지 못한 편이지만, 고체 무기 화합물의 연 

구에 있어 새로운 화합물의 존재 가능성과 그 구조 

를 예측하고, 화합물의 합성 경로에 관한 연구에 EL 
이 이용되기도 한다"

2007년 노벨 물리학상이 수상된 연구 분야인 거대 

자기 저항 물질의 하나로 최근 많은 연구자들의 관 

심을 끌고 있는 망간 산화물 (LaMnO과 그 유사체들)에 

는 금속성과 절연성을 가진 상들이 혼합되어 있다. 
이 불균일성을 조절하여 전기적 자기적 특성을 제어 

하는데, 망간산화물의 불균일성은 nm 단위부터 卩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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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로 나타난다.36 불균일성이 만들어지는 기작에 

관한 이해에 EL은 도움을 준다.37 전자와 격자 운동 

의 강한 상호 작용은 여러 가지 파장의 운동 방식들 

이 비조화 탄성 에너지 (anharmonic elastic energy) 에 

관여하는데, 전자적 상태의 밀도 (density of state) 변 

화로 인한 망간산화물의 전기적 자기적 불균일 상들 

을 이해하는데 - 격자의 변형 여부가 전기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EL은 정확하게 보여준다.

관련 실험 연구

MD(molecular dynamics) 혹은 MC(Monte Carlo) 시 

뮬레이션을 반도체에서 수행하는 실험이라고 한다면 

EL 연구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실험 도구는 컴퓨터이 

다. 주어진 포텐셜 에너지 함수를 사용하여 관심이 있 

는 구조나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와 실험 결과에 근거 

하여 포텐셜 에너지 함수를 개선하는 연구가 시뮬레 

이션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래에는 컴퓨터이외의 실험 

장비들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EL과 관련된 연구들을 

그 사용 장비 별로 - 핵자기 공명 분광법, 질량분석기, 
적외선 및 형광 분광법, x선, 중성자, 전자 등을 이용 

한 회절법, 현미경 -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핵자기 공명 분광법

분광법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NMR 분광법 

은 단백질 관련 연구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NMR 분 

광법을 통해 용액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태의 단백 

질 분자의 3 차원 구조를 규명할 수 있으며, 3ec 에 

서 msec 시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동역학 정보를 얻 

을 수 있다.泌如 단백질 분자에 대한 MD 시뮬레이션 

결과와 NMR 스펙트럼의 비교 연구는 단백질 분자 

구조 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2 또한 고체 

상태 시료에 대한 NMR 연구가 보편화됨에 따라, 알 

츠하이 머, 광우병 등의 원인 물질로 간주되는 amyloid 
fibril 등 고체 상태 단백질의 3 차원 구조를 밝히는 

데 고체 상태 NMR이 사용되고 있다.關飪 이러한 단 

백질 분자의 구조와 거동에 관한 연구는 관련 EL 연 

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질량분석기

전통적으로 질량 분석기는 원자 분자 뭉치의 연구 

에 사용되어 왔다.4여7 한 가지 문제점은 질량 분석기 

에서 관찰하는 화학종들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닌 

이온들이라는 점이다. 비교적 작은 입자 뭉치들은 이 

온화하면 그 구조에 변화가 생기므로 기체 상태와 응 

축 상태의 중간 상태로서의 입자 뭉치의 구조를 연 

구하려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최근에는 입자 뭉치가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 연 

구할 수 있는 고분해능 분광법들이 입자 뭉치의 연 

구에 이용된다(아래 분광법 부분 참조).
최근 들어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연구의 주된 대 

상물질의 하나는 생물학적 거대분자들이다. MALDI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ionization) 과 전지" 분 

무 (electron spray) 방법은 생물학적 거대분자를 질량 

분석기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第 전자 분무 방법을 사용할 때 시료를 기체 이 

온으로 만들기 위한 가열과 고진공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시료의 이온화 조건을 정교하게 조절하여 다양 

한 이온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접힘 과정 

에 따른 여러 가지 형태의 단백질 분자들을 분석할 

수 있다.应 용액에서 기화하는 과정에서 비공유 결합 

으로 결합된 거대 분자 복합체를 그 구조를 유지하 

면서 질량 분석기에 주입할 수 있게 되어, 질량 분석 

기를 사용한 생물학적 거대 분자의 연구에 더욱 활 

발하게 되었다. 이온성, 소수성, 반데르발스 (van der 

Waals) 상호 작용을 통해 생물학적 거대분자에 결합 

된 작은 분자들은 기체 상태에서도 거대분자들을 안 

정화한다. 질량 분석기는 다른 실험 방법을 통해 얻 

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여 EL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단백질과 결합하는 배위자(ligand), 
공동 인자(cofactor), chaperone 등이 단백질 접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w

형광 및 적외선 분광법

형광은 가장 감도가 뛰어난 분광법의 하나이며, 형 

광 특성은 발색단의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감 

응하기 때문에, 미시적 분자 환경을 이해하는데 오 

래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다E 세포막과 같이 실험 

적으로 연구하기 어려운 계에 형광 분광법을 적용하 

여, 전기적 특성, 다른 분자들과의 상호작용 등을 관 

찰하여 세포막의 EL 변화에 관한 정보를 얻기도 한 

다院 계의 동역학적 변화를 관찰하는 고전적인 분광 

법인 여기-탐침 (pump-and-probe)의 탐침 빙법으로电 

혹은 단분자(single molecule) 형광 분광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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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분자의 접힘 과정과 관련된 EL을 연구한다. 
단분자 형광분광법은 고분해능 현미경과 결합하면 

nm 수준의 분해능으로 핵산과 단백질의 상호 작용 

을 연구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실험 기술과 관련 장비의 발전으로 인 

해 다양한 적외선 분광법이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 

어 VRT(vibration-rotation-tunnelling) 분광법은 적외 

선 영역에서 MHz 단위의 분해능을 보여준다.浴6。이 

러한 분광법을 통해 얻은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분자 

뭉치의 상호 작용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 곡면을 매 

우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이 결과 (HO)?와 같은 

분자 뭉치의 Joule-Thomson 계수오｝ 방사 분포 함수 

를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다" 또한 He 나노방울 

(nanodroplet) 과 같은 매질에 포함된 분자에 대한 고 

분해능 분광법은 tautomer들과 관련된 EL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핵산의 돌연변이 현상에 관한 지식 

을 제공하기도 한다.e 장기적으로 다차원 적외선 분 

광법 (multi-dimensional IR spectroscopy)도 단백질 분 

자의 EL을 연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화학자들이 널리 사용하지 않은 분광법으로 유전 

율 손실 분광법 (dielectric loss spectroscopy) 이 있다." 

이 분광법은 매질의 유전 상수 (dielectric constant)와 

관계된 성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1* Hz의 진동수 

영역부터 자외선 영역(10拓 Hz) 까지 외부 전기장에 

감응하는 전자, 원자, 이온, 쌍극자 모멘트의 거동을 

관찰한다. 관련 이완 시간 상수 (relaxation time) 로부 

터 물질의 움직임과 관련된 속도를 알 수 있는데, 이 

분광법은 유리질에서 일어나는 입자들의 운동에 관 

한 정보를 얻는데 주로 사용된다.

회절

x-선 및 중성자 회절 실험은 오래전부터 3 차원 구 

조를 결정하는데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 회절 실험 

을 통해 3 차원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료가 결 

정 상태이어야 하는데, 단백질 분자를 회절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의 결정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NMR을 

통해 단백질 시료의 용액 상태 3 차원 구조를 규명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결정 상태 구조와 유사 

함을 볼 수 있다. 극초단 시간 영역에서 x-선 회절을 

관찰하여 단백질 구조 변화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려 

는, 쉽지 않은 연구를 한국과학기술원 이효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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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다.64
x-선 및 중성자 회절 실험은 주로 액체, 유리와 같 

은 비결정질의 방사 분포 함수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다. 회절 실험에서 측정된 산란 세기에서 계산되는 

구조 요소 (structure factor)는, 방사 분포 함수와 푸리 

에 변환 (Fourier transform)으로 연결된다.必，66

x-선, 중성자와 더불어 회절 산란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요소는 전자인데, 전자를 이용한 회절 실험은 

전자 현미경에서 알 수 있듯이 보편화되어 있다. 전 

자를 이용한 회절 실험의 단점은 시료가 진공 상태 

에 있어야 하며, x-선이나 중성자에 비해 정량적인 

실험이 힘들다는 점이다. 전자 회절의 장점은 그 산 

란 세기가 x-선이나 중성자에 비해 강하다는 점으로 

다음에 언급되어 있는 고분해능 현미경 실험에서 전 

자 회절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고분해능 현미경

대상물질의 3 차원적 구조 변화를 원자 수준에서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은 물리화학자들의 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화학 결합 변화를 알 수 

있는 정도의 공간 분해능과 진동 운동 시간 범위 이 

내의 시간 분해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 

행되고 있는 연구가 Zewail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하 

고 있는 연구들이다.6郷 작은 분자의 화학 반응,69 표 

면에 흡착된 분자들의 거동,’° 산화구리의 상변화 현 

상," 핵산의 접힘과 풀림 현상7과 관련된 EL을 파 

악하는데 초고속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 가지 고분해능 현미경들 통해 분자의 이미지 

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중 원자 힘 현미경 (AFM, atomic 
force micro scope)은 거대분자의 EL 에 관한 많은 정 

보를 제공한다.73 평형 상태 자유 에너지 변화와 이 

와 관련된 비가역적 일의 관계를 보여주는 Jarzynski 
관계식거에 기초하여 AFM를 이용한 단분자 힘 분광 

법 (single-molecule force spectroscopy)，次은 생물거대 

분자의 EL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유사 

한 정보를 레이저 족집게 (laser tweezer)를 이용한 실 

험에서 얻을 수 있다.77

단백질 분자와 EL

EL과 관련된 단백질 분자의 거동은 크게 두 가지 

로, 하나는 3 차원 구조를 만드는 접힘 과정이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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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하나는 단백질 분자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 

이다.
용액 상태에서는 고유한 구조 없이 존재하다가 다 

른 목표물(단백질이나 핵산)과 결합한 이후에만 3 차 

원 구조를 이루는 단백질도 있지만 * 대부분의 단백 

질 분자들은 고유한 3 차원 구조를 갖는다. 많은 단 

백질 분자들은 소수성 변화 (hydrophobic collapse)를 

거쳐 엉긴 구형체 (molten globule) 라고 부르는, 3 차 

구조는 갖추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2 차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만드는데 수 msec 밖에 걸리지 

않는다. Fig.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백질의 

활성 상태는 자유 에너지가 최소인 최대 안정 (global 
minimum) 상태이다. 하지만 단백질 접힘 과정에서 

최소 자유 에너지는 단지 필요조건이며, Levinthal’s 
paradox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활성 상태는 속도 

론적으로 도달 가능한 상태이어야 한다. 활성 상태 

의 성질은 최대 안정 상태와 그와 관련된 EL 의 배열 

부피 (configuration volume) 에 의존하지만, 활성 상태 

에 도달하는 속도는 최대 안정 상태에 도달하기 전 

거쳐야 하는 국부적 안정 상태(local minimum)들의 

연결 형태에 달려 있다. 국부적 안정 상태들은 활성 

상태에 이르는데 사다리가 될 수도 있고, 덫이 될 수 

도 있다. 단백질의 접힘 과정의 반대인 풀림 (unfolding) 
과정 역시 흥미롭다. 활성 상태 단백질은 여러 가지 

조건 변화에 의해서 풀림 현상을 보여준다. 단백질 

을 가열하면 변성 (denaturation)하는데, 역으로 온도 

를 낮추어도 변성한다. 냉각 변성 (cold denaturation) 
에 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한데, 용매인 물 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J。

단백질 분자의 기능과 관련된 동역학 측면에서 보 

면 생체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Myo이。bin이 가장 

많이 연구된 예이다.8° Myoglobin의 결정 구조를 보 

면, 단백질 내부에 존재하는 Heme 에 산소 분자가 도 

달할 수 있도록 작은 분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틈을 

전혀 볼 수 없다. 활성 상태의 단백질 분자는 짧은 

시간 동안 산소가 출입할 수 있는 틈을 만든다. 활성 

상태 단백질은 고정된 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 

양한 안정 상태들의 합(ensemble) 이다. 단백질 분자 

가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조의 동요 

(fluctuation)가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용매(물)의 역 

할이 매우 중요하다"

단백질 분자의 접힘이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동 

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점은 그 속도가 

Arrhenius 형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비-지수 함수 

적 거동은, 그 과정에 관련된 에너지 장벽이 일정하 

지 않음 혹은 단일 경로가 아닌 다중 경로를 따라 변 

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Fig. 3의 EL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미노산의 자유 사슬이 활성 상 

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부적 안정 상태를 거 

쳐야 하며 그 경로 역시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ensemble로 나타난다. 산소 분자가 Myoglobin 속의 

Heme 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부적 안정 상태 

들을 거쳐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L은 온 

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단백질 분자의 거동과 

관련된 에너지 장벽들이 온도에 따라 변화함을 가리 

킨다. 포텐셜 에너지 곡면에서 국부적 안정 상태의 

수는 관련 입자의 수에 따라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 

하며, 안정 상태들 사이의 전이 상태 역시 지수 함수 

적으로 증가한다跄 단백질 분자에 대한 정량적 이해 

를 위해서는 관련 EL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EL 
에서의 움직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 이 단절 그래프 (disconnectivity graph)를 

사용하는 방법이다."4
Fig. 4는 단절 그래프를 사용하여 EL을 분석할 때 

나타나는 3 가지 유형을 보여준다. 단절 그래프는 국 

부적 안정 상태들의 특성 - 안정성 (에너지月 다른 

안정 상태로의 전이에 필요한 에너지 장벽 - 을 분석 

한 것이다. 실제 계들은 근사적으로 Fig. 4에 나타난 

유형으로 분류할 있지만, 이 유형들이 여러 가지로 

합쳐져 복잡하게 나타난다.
Fig. 4(a)는 야자수(palm tree) 형태인데, 주어진 EL 

내에서 최대 안정 상태가 잘 정의되며, 한 국부적 안 

정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이하는데 관련된, 내리 

막 에너지 장벽이 비교적 작다. 따라서 최대 안정 상 

태를 찾아가는데 무작위적 변화가 아닌 효율적 변화 

가 가능한 자기 조직화가 일어난다. 빠른 접힘이 일 

어나는 단백질이나 고유 수 (magic number) 가 관찰되 

는 결정은 야자수 형태의 EL을 갖는다. Fig. 4(b)는 

버드나무 (willow) 형태인데, 최대 안정 상태가 잘 정 

의되어 있지만, 인접한 국부적 안정 상태들을 분리 

하는 내리막 에너지 장벽은 국부적 안정 상태의 에 

너지 차이에 비해 크다. 따라서 최대 안정 상태로 전 

이하기 위해서 계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Cm의 경우 버드나무 형태 EL을 갖는다. Fig. 4(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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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단절그래프로 표시한 EL84.

보리수 (banyan) 형태인데, 최대 안정 상태를 결정하 

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부적 안정 상태들의 에너 

지 차이에 비해 에너지 장벽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비 

교적 큰 변화 없이 안정한 계를 이루지만 관찰된 상 

태가 최대 안정 상태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HO)2(과 같은 분자 뭉치는 보리수 형태 EL을 보여 

준다.
야자수 형태의 EL로부터 단백질 분자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다.85 단백질 분자는 최대 안 

정 상태 부근에서 매우 안정한 구조를 갖는다. 단백 

질은 많은 수의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한 개의 아미노산이 바뀌는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 

은 작지 않다.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에너지는 높아 

지지만, 그 에너지 변화는 최대 안정 상태에서 벗어 

날 정도로 크지는 않다. 따라서 아미노산 하나가 바 

뀐 돌연변이들도 그 구조가 원래 단백질의 구조와 별 

로 다르지 않고,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 

이 없다.% (아미노산 하나가 바뀌어 적혈구의 구조와 

기능에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sickle cell anemia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단백질 분자의 1 
차 구조가 진화에 의해 변화하는 정도에 비해 단백 

질 분자의 3 차 구조 변화는 느리게 진행하며, 1 차 

구조가 비슷한 단백질들은 거의 같은 3 차원 구조를 

갖는다.87 야자수 형태 el에서 최대 안정 상태로 진 

행하는 속도는 두 가지 요소, 안정화 에너지와 접힘 

으로 인한 엔트로피 감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두 

요소에는 최대 안정 상태보다 국부적 안정 상태들 사 

이의 에너지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백질 분 

자의 접힘 과정은 용액에서 결정이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하게 많은 단일 단계들이 정상 상태 (steady-state) 
를 이루기 때문에 단백질 분자 자체의 안정성이 속 

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야자수 형태 EL은 단일 

분자뿐만 아니라 단백질 분자 결합체에도 적용되어 

유사한 단백질 분자들이 결합하는 기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단백질 결합체는 구조적으로 유사 

한 단백질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며, 앞에서 언급한 

잘못 접힌 단백질 (misfolding proteins)들이 결합하여 

병을 일으킬 때 단일 단백질이 뭉쳐 문제를 일으킨 

다 (Alzheimer를 일으키는 단백질은 대표적 예외이다)?

단백질 사슬이 안정한 3 차원 구조를 이룰지, 혹은 

안정한 구조의 단백질 분자를 실험실에서 합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EL 의 형태와 연관된다. 단백질 분자 

의 구조 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단백질 분 

자의 변화와 관련된 온도들이다. 가열하면 단백질 분 

자가 변성하는 것은, 높은 온도에서 최대 안정 상태 

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활성 상태가 EL 의 최대 안정 

상태에 해당하는 온도 범위에서 단백질 분자는 활성 

을 갖는다. 활성을 갖는 최대 온도를 접힘 온도 (folding 
temperature Tf) 라고 한다. 유리질은 국부적 안정 상 

태에 놓인 비평형 상태이지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 에너지 장벽을 넘어 최대 안정 상태 

로 변화하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부적 안정 

상태에 존재하는 단백질 분자 역시 에너지가 충분하 

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온도가 충분히 높지 못하면 

최대 안정 상태로 변화하지 못하는데, 국부적 안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최고 온도를 유리 전이 온 

도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 라고 한다. 당연히 

접힘 온도 Tf가 유리 전이 온도 L보다 높아야 접힘 

이 일어날 수 있으며, 두 온도의 비 Tf/Tg 가 클수록 

단백질 분자의 접힘이 잘 일어난다. Tf는 활성 상태 

단백질과 변성된 단백질의 용매에 의한 안정화 에너 

지 차이 (AEs) 에 의존하며, Tg는 국부적 안정 상태들 

의 엔트로피와 에너지 분산。E)과 관계한다. Tf/Tg 값 

이 큰 것은 AEJ8E의 비가 큰 것과 같은데, Z-score 
라고 부르는 이 에너지 비는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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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龄9

EL을 분석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 연결이나 

세포내 물질 에너지 분배와 같은 복잡한 현상을 분 

석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네트워크 이론이 있다.9。 

네트워크 모형을 사용하면 EL 위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을 보다 자세히 보여주어 실험적으로 관찰 

되는 단백질 분자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만 아직 물리 화학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복잡한 네 

트워크 이론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하 

고 있지 않다.%92

결 어

EL은 복잡계에서 관찰되는 많은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L을 통 

한 사고의 확장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흥미로운 대상 

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주의 대상과 현상에 대 

한 직관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 용 문 헌

1. 티타늄-사파이어 레이저와 EL을 화학색인(Chemical 
Abstract)에서 검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7년 10월 

말 현재 EL 이 검색되는 문헌은 2645편이다. 이 중 

99%(2620편)의 문헌이 영문 문헌으로, 아직 EL이 세계 

적으로 보편화되지 않은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영문 문 

헌 중에서 84%인 2205편이 2000년 이후 발표된 문헌 

이다. 같은 시점에서 Ti:sapphire 가 검색되는 문헌은 

4238편이며, 이 중 90%(3815편의 문헌이 영문 문헌이 

다. 영문 문헌 중 58%인 2220편이 2000년 이후 발표 

된 문헌이다. 두 용어 모두 1990년 이전에 발표된 문헌 

은 1%가 되지 않는다. 2000년 이후 EL 관련 연구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Stillinger, F. H.; Weber, T. A. Science, 1984, 225, 983.
3. 화학 관련 논문 중에서 EL이 사용된 최초의 논문은 다 

음의 Frauenfelder 교수의 총설 논문으로 검색된다. 
Frauenfelder, H.; Steinbach P J.; Young, R. D. Chemica 
Scripta, 1989, 29A 145.

4. McQuarrie, D. A. Statistical Mechanics, University 
Science, Sausalito, 2000.

5. Stanley, E.; Buldyrev, S. V; Franzese, G; Giovambat- 
tista, N.; Starr, F. W. Phil. Trans. R. Soc. A, 2005, 363, 
509.

6. J. N. Onuchic, J. N.; Wolynes, P. G; Luthey-Schulten, 
Z.; Socci, N. D. Proc. Natl. Acad. Sci. USA, 1995, 92, 
3626.

7. Brooks, C. L.; Onuchic, J. N.; Wales, D. J. Science, 
2001, 293, 612.

8. Wales, D. J. Energy landscapes, Cambridge, UK, 2003.
9. Dobson, C. M. Nature, 2003, 426, 884.

10. Yang, W. Y.; Gruebele, M. Phil. Trans. R. Soc. A, 2005, 
363, 565.

11. Frauenfelder, H.; Fenimore, P. W.; Chen, G.; McMa
hon, B. H. Proc. Natl. Acad. Sci. USA, 2006, 103, 15469.

12. Russell, E. V; Israeloff, N. E. Nature, 2000, 408, 695.
13. Crowe, J. H.; Carpenter, J. F.; Crowe, L. M. Ann Rev 

Physiology, 1998, 60, 73.
14. Angell, C. A. J. Res. Natl. Inst Stand. Technol 1997, 

102, 171.
15. Stillinger, F. H.; Debenedetti, P. G.; Truskett, T. M. J. 

Phys. Chem. B, 2001, 105, 11809.
16. Bowron, D. T.; Soper, A. K.; Finney, J. L. J. Chem. 

Phys. 2001, 114, 6203.
17. Zavista, A. J. Phys. Chem. B, 2001, 105, 7805.
18. Finney, J. L.; Bowron, D. T. Phil. Trans. R. Soc. A, 

2005, 363, 469.
19. Doye, J. P. K.; Miller, M. A.; Wales, D. J. J. Chem. 

Phys. 2002, 116, 8307.
20. Miller, M. A.; Doye, J. P. K.; Wales, D. J. J. Chem. 

Phys. 2002, 110, 328.
21. Doye, J. P. K.; Wales, D. J. J. Chem. Phys. 1999, 111, 

11070.
22. Wales, D. J.; Doye, J. P. K.; Miller, M. A.; Mortenson, 

P. N.; Walsh, T. R. Adv. Chem. Phys. 2000, 115, 1.
23. Kumeda, Y.; Wales, D. J. Chem. Phys. Lett. 2003, 374, 

125.
24. Walsh, T. R.; Wales, D. J. J. Chem. Phys. 1998, 109, 6691.
25. Dian, B. C., Longarte, A. Zwier, T. S. Science, 2002, 

296, 2369.
26. Wales, D. Internat. Rev. Phys. Chem. 2006, 25, 237.
27. Fu, J.; Yoo, J.; Han, J. Phys. Rev. Lett. 2006, 97, 018103.
28. Weinan, E,; Ren, W.; Vanden-Eijnden, E. J. Appl. Phys. 

2003, 93, 2275.
29. Rodriguez-Sponga, B.; Priceb, C. P.; Jayasankara, A.; 

Matzgerb, A. J.; Rodriguez-Hornedoa, N. Adv Drug 
Delivery Rev. 2004, 56, 241.

30. Muthukumar, M. Adv. Polym. Sci. 2005, 191, 241.
31. Kim, H.; Hambir, S.; Dlott, D. D. J. Phys. Chem. B, 

2000, 104, 4239.
32. Shen, V. K.; Debenedetti, P. G.; Stillinger, F. H. J. Phys. 

Chem. B, 2002, 106, 10447.
33. Kim, H. J. Kor Chem. Soc. 2006, 50, 429.
34. Warrena, P. B.; Buchananb, M. Cur Opi. Coll. Inter 

Sci. 2001, 6, 287.
35. Jansen, M. Angew. Chem. Int. Ed. 2002, 41, 3746.
36. Salamon, M. B., Jaime, M., Rev. Mod. Phys. 2001, 73, 

583.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에너지 경관을 이용한 연구들 497

37. Ahn, K. H., Lookman, T., Bishop, A. R. Nature, 2004, 
428, 401.

38. Korzhnev, D. M.; Salvatella, X.; Vfendruscolo, M.; DiNardo, 
A.; Davidson, A. R.; Dobson, C. M.; Kay, L. E. Nature, 
2004, 430, 586.

39. Vendruscolo, M.; Paci, E.; Karplus, M.; Dobson, C. M. 
Proc. Natl. Acad. Sci. USA, 2003, 100, 14817.

40. Lindorff-Larsen, K.; Kristjansdottir, S.; Teilum, K.; Fie- 
ber, W.; Dobson, C. M.; Poulsen, F. M.; Vendruscolo, 
M. J. Am. Chem. Soc. 2004, 126, 3291.

41. Best, R. B.; Vendruscolo, M. J. Am. Chem. Soc. 2004, 
126, 8090.

42. Lindorff-Larsen, K.; Best, B. R.; Depristo, M. A.; Dob
son, C. M.; Vendruscolo, M. Nature, 2005, 433, 128.

43. Jaroniec, C. P.; Macphee, C. E.; Astrof, N. S.; Dobson, 
C. M.; Griffin, R. G. Proc. Natl. Acad. Sci. USA, 2002,
99, 16748.

44. Jaroniec, C. P.; Macphee, C. E.; Bajaj, V. S.; MaMa- 
hon, M. T.; Dobson, C. M.; Griffin, R. G. Proc. Natl. 
Acad. Sci. USA, 2002, 101, 711.

45. 여기에 인용된 NMR 관련 문헌들은 이 분야 대표적 연 

구자인 Cambridge 화학과 Dobson 교수 연구실의 연구 

결과들이다.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들은 여기 인용한 

문헌들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46. Miehle, W.; Kandler, O.; Leisner, T.; Echt, O. J. Chem. 

Phys. 1989, 91, 5940.
47. Castleman, A. W.; Bowen, K. H. J. Phys. Chem. 1996,

100, 12911.
48. Ng 질량분석기 연구자들이 생물학적 거대분자의 분 

석에 기여한 공로로 2002년 노벨화학상을 받았다.
49. Miranker, A.; Robinson, C. V.; Radford, S. E.; Aplin, 

R. T.; Dobson, C. M. Science, 1993, 262, 896.
50. Sobott, F.; MaCammon, M. G; Hernandez, H.; Robin

son, C. V. Phil. Trans. R. Soc. A, 2005, 363, 379.
51. Topics in Fluorescence spectroscopy, Ed. J. R. Lakow- 

icz, Kluwer, New York, 2000.
52. Golding, C.; Senior, S.; Wilson, M. T.; O'Shear, P. Bio

chemistry, 1996, 20, 10931.
53. Yang, W. Y; Gruebele, M. Nature, 2003, 423, 193.
54. Schuler, B.; Lipmann, E.; Eaton, W. A. Nature, 2002, 

419, 743.
55. Kim, S.; Blainey, P. C.; Schroeder C. M.; Xie, X. S. 

Nature Methods, 2007, 4, 397.
56. Braly, L. B.; Cruzan, J. D.; Liu, K.; Fellers, R. S.; 

Saykally, R. J. J. Chem. Phys. 2000, 112, 10293.
57. Braly, L. B.; Liu, K.; Brown, M. G.; Keutch, F. N.; Fellers, 

R. S.; Saykally, R. J. J. Chem. Phys. 2000, 112, 10314.
58. Liu, K.; Cruzan, J. D.; Saykally, R. J. Science, 1996, 

271, 929.
59. Liu, K.; Brown, M. G.; Carter, C.; Saykally, R. J.; Gre

gory, J. K.; Clary, D. C. Nature, 1996, 381, 501.

2007, Vol. 51, No. 6

60. Liu, K.; Brown, M. G.; Cruzan, J. D.; Saykally, R. J. 
Science, 1996, 271, 62.

61. Goldman, N.; Leforestier, C.; Saykally, R. J. Phil. Trans. 
R. Soc. A, 2005, 363, 493.

62. Dong, F.; Miller, R. E. Science, 2002, 298, 1227.
63. Lunkenheimer, P.; Loidl, A. Chem. Phys. 2002, 284, 205.
64. Schmidt, M.; Pahl, R.; Srajer, V.; Anderson, S.; Ren, 

Z.; Ihee, H.; Moft, K. Proc. Natl. Acad. Sci. 2004, 
101, 4799.

65. Egelstaff, P A. An introduction to the liquid state, Oxford, 
Clarenson, 1994.

66. Wilding, M. C.; Wilson, M.; McMillan, P. F. Phil. Trans. 
R. Soc. A, 2005, 363, 589.

67. Zewail, A. H. Phil. Trans. R. Soc. A, 2005, 363, 315.
68. Ruan, C.-Y.; Lobastov, V. A.; Vigliotti, F.; Chen, S.; 

Zewail, A. H. Science, 2004, 304, 80.
69. Srinivasan, R.; Lobastov, V. A.; Ruan, C.-Y.; Zewail, 

A. H. Helv. Chim. Acta 2003, 86, 1763.
70. Ruan, C.-Y.; Vigliotti, F.; Lobastov, V. A.; Chen, S.; 

Zewail, A. H. Proc. Natl. Acad. Sci. USA, 2004, 101, 
1123.

71. Gedik, N.; Yang, D.-S.; Logvenov, G.; Bozovic, I.; Zewail, 
A. H. Science, 2007, 316, 425.

72. Ma, H.; Wan, C.; Wu, A.; Zewail, A. H. Proc. Natl. 
Acad. Sci. USA, 2007, 104, 712.

73. Hummer, G.; Szabo, A. Acc. Chem. Res. 2002, 38, 504.
74. Jarzynski, C. Phys. Rev. Lett. 1997, 78, 2690.
75. Liphardt, J.; Dumont, S.; Smith, S. B.; Tinoco, I.; Bus

tamante, C. Science, 2002, 296, 1832.
76. Rief, M., Grubmuller, H. ChemPhysChem, 2002, 3, 255.
77. Kellermayer, M. S. Z.; Smith, S. B.; Granzier, H. L.; 

Bustamante, C. Science, 1997, 276, 1112.
78. Dyson, H. J.; Wright, P. E. Nat. Rev. Mol. Cell Biol. 

2005, 6, 197.
79. Marques, I, M.; Borreguero, J. M.; Stanley,H. E.; 

Dokholyan, N. V. Phys. Rev. Lett. 2003, 91, 138103.
80. Austin, R. H.; Beeson, K. W.; Eisenstein, L. Frauenfelder, 

H.; Gunsalus, I. C. Biochemistry, 1975, 14, 5356.
81. Fenimore, P. W.; Frauenfelder, H.; McMahon, B. H,; 

Young, R. D. Proc. Natl. Acad. Sci. USA, 2004, 101, 
14408.

82. Wales, D. J.; Doye, J. P. K. J. Chem. Phys. 2003, 119, 
12409.

83. Becker, O. M., Karplus, M., J. Chem. Phys. 1997, 106, 
1459.

84. Wales, D. J., Miller, M. A., Walsh, T. R. Nature, 1998, 
394, 758.

85. Wolynes, P. G. Phil. Trans. R. Soc. A, 2005, 363, 453.
86. Tarverna, D. M.; Goldstein, R. A. J. Mol. Biol. 2002, 

315, 479.
87. Zang, Y.; Skolnick, J. Proc. Natl. Acad. Sci. USA, 2004,



498 김 학 진

101, 7594.
88. Goldstein, R.; Luthey-Schulten, Z.; Wolynes, P. G Proc.

Natl. Acad. Sci. USA, 1992, 89, 4918.
89. Goldstein, R.; Luthey-Schulten, Z.; Wolynes, P. G. Proc.

Natl. Acad. Sci. USA, 1992, 89, 9029.

90. Newman, M. SIAM Rev. 2003, 45, 167.
91. Vendruscolo, M.; Dokholyan, N. V; Paci. E.; Karplus,

M. Phys. Rev. E, 2002, 65, 061910.
92. Rao, F.; Caflis사!, A. J. Mol Biol. 2004, 342, 299.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