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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기술하지 못하며, 이온 간 상관관계 효과가 

중요해지는 이온 채널 관련 결맞음 공명 

(coherence resonance) 등 특이 현상을 연구하

기 위해서는 이온 간 상관관계를 기술할 수 있

는 KLGCMC 모의실험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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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Polymer collapse transition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 허나 

각각의 microstate에 대한 entropy나 free energy에 대한 계산을 하지는 

못하였다. 최근 local nonequilibrium thermodynamics와 관련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비평형 상태에서의 각각의 microstate에 대한 확률 분포를 

결정하는 물리량을 발견 및 특성을 규명하여 이 중 특별한 상태가 지니는 

“information” 이라는 양이 내부에너지와 엔트로피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information theory를 이용한 Shannon entropy를 

사용하여 entropy를 정의하고 free energy와 같은 물리량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information theory를 이용한 Shannon entropy와 이로 정의된 

free energy를 이용하여 polymer collapse중 entropy 및 free energy를 

계산하였다. 

 

서론 

 Protein folding은 생체 내의 일반적인 단백

질 구조형성뿐만 아니라 효소의 구조를 형성하

는 중요한 자연현상이다. Protein이 folding되어 

효소를 형성하여 이후 특정 부분이 active site

가 되어 효소반응이나 다른 화학적 반응에 참

여하게 된다.[1] 이전부터 일종의 polymer인 

protein이 folding이 되는 과정이 polymer가 

collapse되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polymer 

collapse와 같이 설명하였다.[2] 

   Polymer collapse는 지난 세기부터 polymer

의 collapse transition에 대한 연구가 이론적으

로나[3] 계산적으로나[4-8] 실험적으로[9] 연구

가 되어왔다. 허나 nonequilibrum 상태이면서 

system 내의 microstate인 polymer의 polymer 

collapse 상태에서의 entropy와 free energy를 

계산하기는 어려웠다. 

최근 local non-equilibrium thermodynamics

논문이 발표됨에 따라 이를 계산할 수 있는 이

론적인 발판이 마련되었다.[10] 이는 비평형상

태에서의 확률분포를 결정하는 물리량인 

“information”이란 양이 열역학적 물리량인 내

부에너지와 entropy와 연관되어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information theory를 기반으로한 

Shannon entropy를 이용하여[11,12] local 

entropy를 정의해 local free energy 및 

Jarzynski의 relation[13]과 Crooks의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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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등의 비평형상태에서의 관계식을 만족시

킴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내용

[10-12]을 이용하여 polymer의 end-to-end 

distance를 이용하여 polymer collapse 중 

entropy 및 free energy를 계산하였다. 

이론 및 계산방법에서는 고분자 생성 및 

Brownian dynamics 그리고 이론적인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결과 및 논의에서는 구체적인 

실험 방법 및 그에 따른 결과 도출 및 설명을 

하려하며 끝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실험적인 결과를 요약할 것이다. 또한 이 

simulation을 이용하여 EDISON의 앱 개발 및 

교육에 발판으로 삼으려한다. 

 

이론 및 계산방법 

1. 고분자 생성 

 

  먼저 고분자를 생성하기 위하여 랜덤한 위치

를 갖는 bead 하나를 생성한 뒤 (Figure 1에서 

화살표가 시작된 bead) 랜덤한 방향을 주어 

그 방향으로 다음 bead를 생성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Figure 1. 고분자를 랜덤하게 생성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빨간 원은 처음 랜덤한 위치를 갖는 

bead를 의미한다. 

 

2. Brownian dynamics 시뮬레이션 

 

 이웃한 bead 사이의 작용하는 bonding 

potential을 finite extension nonlinear (FENE) 

potential을 주었으며 식은 다음과 같다. 

 

𝑉𝑉𝑉𝑉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𝑟𝑟𝑟𝑟) =  −
1
2
𝑘𝑘𝑘𝑘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𝑅𝑅𝑅𝑅02 ln�1 −

𝑟𝑟𝑟𝑟2

𝑅𝑅𝑅𝑅02
�     (1) 

 

𝑘𝑘𝑘𝑘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 는 spring constant를 의미하며 𝑅𝑅𝑅𝑅0 는 

bond가 최대로 늘어날 때의 거리를 의미하고 

 𝑟𝑟𝑟𝑟은 두 bead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는 𝑘𝑘𝑘𝑘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 = 7.0𝑘𝑘𝑘𝑘𝐵𝐵𝐵𝐵𝑇𝑇𝑇𝑇/𝜎𝜎𝜎𝜎2와 𝑅𝑅𝑅𝑅0 = 2𝜎𝜎𝜎𝜎로 사용

하였으며 𝑘𝑘𝑘𝑘𝐵𝐵𝐵𝐵는 Boltzmann constant이며 𝑇𝑇𝑇𝑇는 

온도를 의미하며 𝜎𝜎𝜎𝜎는 length parameter로 정의

하였다. 또한 각각의 단량체 사이의 

nonbonded interaction을 고려하기 위하여 

shifted Lennard-Jones (LJ) potential을 사용하

였으며 정의는 다음과 같다. 

 
𝑉𝑉𝑉𝑉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𝑟𝑟𝑟𝑟) =

  � 4𝜀𝜀𝜀𝜀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 ��
𝜎𝜎𝜎𝜎
𝑟𝑟𝑟𝑟
�
12
− �𝜎𝜎𝜎𝜎

𝑟𝑟𝑟𝑟
�
6
� − 𝑉𝑉𝑉𝑉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𝑟𝑟𝑟𝑟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    𝑟𝑟𝑟𝑟 ≤ 𝑟𝑟𝑟𝑟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0 ,    𝑟𝑟𝑟𝑟 > 𝑟𝑟𝑟𝑟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2)
  

 

𝑉𝑉𝑉𝑉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𝑟𝑟𝑟𝑟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  4𝜀𝜀𝜀𝜀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 ��
𝜎𝜎𝜎𝜎
𝑟𝑟𝑟𝑟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
12
− � 𝜎𝜎𝜎𝜎

𝑟𝑟𝑟𝑟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
6
�를 의미하

며 본 연구에서는 𝑟𝑟𝑟𝑟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 2.5𝜎𝜎𝜎𝜎로 정의하였다. 두 

potential을 더한 간단한 model인 freely 

jointed model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𝑉𝑉𝑉𝑉 =  𝑉𝑉𝑉𝑉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 + 𝑉𝑉𝑉𝑉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      (3) 

 

위 식을 이용하여 i 번째 bead에 작용하는 총 

힘을 구하면 

 

𝑭𝑭𝑭𝑭𝑖𝑖𝑖𝑖 =  −  �
𝜕𝜕𝜕𝜕𝑉𝑉𝑉𝑉�𝑟𝑟𝑟𝑟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
𝜕𝜕𝜕𝜕𝒓𝒓𝒓𝒓𝒊𝒊𝒊𝒊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

     (4) 

 

이다. 

 Brownian dynamics simulation의 알고리즘을 

Ermak와 McCammon이 간단한 형태로 제안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용하였다. 이는 

𝒓𝒓𝒓𝒓𝑖𝑖𝑖𝑖(𝑡𝑡𝑡𝑡) 를 시간이 𝑡𝑡𝑡𝑡 일때 i 번째 bead의 위치라 

할 때 시간이 𝑡𝑡𝑡𝑡 + ∆𝑡𝑡𝑡𝑡 일 때의 방정식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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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등의 비평형상태에서의 관계식을 만족시

킴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내용

[10-12]을 이용하여 polymer의 end-to-end 

distance를 이용하여 polymer collapse 중 

entropy 및 free energy를 계산하였다. 

이론 및 계산방법에서는 고분자 생성 및 

Brownian dynamics 그리고 이론적인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결과 및 논의에서는 구체적인 

실험 방법 및 그에 따른 결과 도출 및 설명을 

하려하며 끝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실험적인 결과를 요약할 것이다. 또한 이 

simulation을 이용하여 EDISON의 앱 개발 및 

교육에 발판으로 삼으려한다. 

 

이론 및 계산방법 

1. 고분자 생성 

 

  먼저 고분자를 생성하기 위하여 랜덤한 위치

를 갖는 bead 하나를 생성한 뒤 (Figure 1에서 

화살표가 시작된 bead) 랜덤한 방향을 주어 

그 방향으로 다음 bead를 생성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Figure 1. 고분자를 랜덤하게 생성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빨간 원은 처음 랜덤한 위치를 갖는 

bead를 의미한다. 

 

2. Brownian dynamics 시뮬레이션 

 

 이웃한 bead 사이의 작용하는 bonding 

potential을 finite extension nonlinear (FENE) 

potential을 주었으며 식은 다음과 같다. 

 

𝑉𝑉𝑉𝑉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𝑟𝑟𝑟𝑟) =  −
1
2
𝑘𝑘𝑘𝑘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𝑅𝑅𝑅𝑅02 ln�1 −

𝑟𝑟𝑟𝑟2

𝑅𝑅𝑅𝑅02
�     (1) 

 

𝑘𝑘𝑘𝑘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 는 spring constant를 의미하며 𝑅𝑅𝑅𝑅0 는 

bond가 최대로 늘어날 때의 거리를 의미하고 

 𝑟𝑟𝑟𝑟은 두 bead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는 𝑘𝑘𝑘𝑘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 = 7.0𝑘𝑘𝑘𝑘𝐵𝐵𝐵𝐵𝑇𝑇𝑇𝑇/𝜎𝜎𝜎𝜎2와 𝑅𝑅𝑅𝑅0 = 2𝜎𝜎𝜎𝜎로 사용

하였으며 𝑘𝑘𝑘𝑘𝐵𝐵𝐵𝐵는 Boltzmann constant이며 𝑇𝑇𝑇𝑇는 

온도를 의미하며 𝜎𝜎𝜎𝜎는 length parameter로 정의

하였다. 또한 각각의 단량체 사이의 

nonbonded interaction을 고려하기 위하여 

shifted Lennard-Jones (LJ) potential을 사용하

였으며 정의는 다음과 같다. 

 
𝑉𝑉𝑉𝑉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𝑟𝑟𝑟𝑟) =

  � 4𝜀𝜀𝜀𝜀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 ��
𝜎𝜎𝜎𝜎
𝑟𝑟𝑟𝑟
�
12
− �𝜎𝜎𝜎𝜎

𝑟𝑟𝑟𝑟
�
6
� − 𝑉𝑉𝑉𝑉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𝑟𝑟𝑟𝑟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    𝑟𝑟𝑟𝑟 ≤ 𝑟𝑟𝑟𝑟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0 ,    𝑟𝑟𝑟𝑟 > 𝑟𝑟𝑟𝑟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2)
  

 

𝑉𝑉𝑉𝑉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𝑟𝑟𝑟𝑟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  4𝜀𝜀𝜀𝜀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 ��
𝜎𝜎𝜎𝜎
𝑟𝑟𝑟𝑟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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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𝜎𝜎𝜎𝜎

𝑟𝑟𝑟𝑟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
6
�를 의미하

며 본 연구에서는 𝑟𝑟𝑟𝑟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 2.5𝜎𝜎𝜎𝜎로 정의하였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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𝑉𝑉𝑉𝑉 =  𝑉𝑉𝑉𝑉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 + 𝑉𝑉𝑉𝑉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      (3) 

 

위 식을 이용하여 i 번째 bead에 작용하는 총 

힘을 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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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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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15] 

𝒓𝒓𝒓𝒓𝑖𝑖𝑖𝑖(𝑡𝑡𝑡𝑡 + ∆𝑡𝑡𝑡𝑡) =  𝒓𝒓𝒓𝒓𝒊𝒊𝒊𝒊(𝑡𝑡𝑡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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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𝑡𝑡𝑡𝑡 + 𝑹𝑹𝑹𝑹𝑖𝑖𝑖𝑖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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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𝑹𝑹𝑹𝑹𝑖𝑖𝑖𝑖𝑹𝑹𝑹𝑹𝑖𝑖𝑖𝑖 > = 2𝑫𝑫𝑫𝑫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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𝜋𝜋𝜋𝜋(𝑅𝑅𝑅𝑅, 𝑡𝑡𝑡𝑡) =  −𝑘𝑘𝑘𝑘𝐵𝐵𝐵𝐵(𝜙𝜙𝜙𝜙(𝑅𝑅𝑅𝑅, 𝑡𝑡𝑡𝑡) − 𝜙𝜙𝜙𝜙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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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하여 free energy와 유사한 물리량 

 𝜓𝜓𝜓𝜓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10] 

𝜓𝜓𝜓𝜓(𝑅𝑅𝑅𝑅, 𝑡𝑡𝑡𝑡) =  𝐸𝐸𝐸𝐸(𝑅𝑅𝑅𝑅, 𝑡𝑡𝑡𝑡) −  𝑇𝑇𝑇𝑇𝜋𝜋𝜋𝜋(𝑅𝑅𝑅𝑅, 𝑡𝑡𝑡𝑡)    (13) 

𝐸𝐸𝐸𝐸(𝑅𝑅𝑅𝑅, 𝑡𝑡𝑡𝑡)는 시간 t에서 end-to-end distance가 R

인 polymer에 대한 energy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𝐸𝐸𝐸𝐸(𝑅𝑅𝑅𝑅, 𝑡𝑡𝑡𝑡) =  
𝑅𝑅𝑅𝑅(𝑡𝑡𝑡𝑡)2

𝜎𝜎𝜎𝜎2𝑁𝑁𝑁𝑁
 +  𝜏𝜏𝜏𝜏

𝜎𝜎𝜎𝜎3𝑁𝑁𝑁𝑁2

𝑅𝑅𝑅𝑅(𝑡𝑡𝑡𝑡)3
 +  

𝜎𝜎𝜎𝜎6𝑁𝑁𝑁𝑁3

𝑅𝑅𝑅𝑅(𝑡𝑡𝑡𝑡)6
     (14) 

N은 monomer의 개수이며 𝜎𝜎𝜎𝜎는 bead의 크기이

고 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τ = 1 −  
𝜀𝜀𝜀𝜀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
𝜀𝜀𝜀𝜀𝜃𝜃𝜃𝜃

 

𝜀𝜀𝜀𝜀𝜃𝜃𝜃𝜃는 theta solvent 상태일 때 𝜀𝜀𝜀𝜀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값이다.[16] 

결과 및 논의 

먼저 𝜀𝜀𝜀𝜀𝜃𝜃𝜃𝜃을 결정하기 위하여 monomer의 개수

가 16, 32, 64개인 polymer를 random하게 생

성한 뒤 각각을 equilibration시켰다. 그 후 각

각의 equilibration 상태에서의 end-to-end 

distance를 구하여 평균을 구한 뒤 monomer

개수와 end-to-end distance에 각각 로그를 취

하여 𝜀𝜀𝜀𝜀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 값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 보았다. Figure 3는 Lennard-Johns para-

meter인 𝜀𝜀𝜀𝜀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값을 변경하면서 각각의 monomer 

개수가 16, 32, 64개일 때 equilibration을 진행

하였으며 monomer의 개수와 end-to-end 

distance를 𝜎𝜎𝜎𝜎로 나눈 값을 각각 로그를 취하여 

x축과 y축으로 나타내어 기울기를 보았다. 허

나 monomer 64개일 때 equilibration을 진행

하지 못하여 구하지는 못하였으며 가장 가까운 

𝜀𝜀𝜀𝜀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  =  1.5 일 때 기울기가 0.33을 얻었으며 

theta solvent 상에서는 0.5의 기울기를 가져야

하지만 simulation 시간이 부족하여 본 연구에

서는 이 값을 사용하여 τ =  0.5 로 가정하여 

사용하였다. 추후 equilibration을 더욱 진행시

킬 예정이다. 

 

Figure 3. Monomer의 개수가 16, 32, 64개일 

때 equilibration 상태에서 end-to-end distance

와 monomer의 개수와의 관계이다. x축은 

monomer 개수를 의미하며 y축은 end-to-end 

distance이며 x축과 y축에 로그를 취한 값이다. 

기울기가 0.5가 되는 𝜀𝜀𝜀𝜀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값이 𝜀𝜀𝜀𝜀𝜃𝜃𝜃𝜃값이 된다. 

 

 

Figure 4. Monomer의 개수가 16개인 polymer

의 시간에 따른 polymer의 configuration의 변

화(ABCDE순으로 시간이 경과되었다.) 

 

다음 monomer의 개수를 random하게 생성

한 polymer의 end-to-end distance R이 

5.5𝜎𝜎𝜎𝜎~6.5𝜎𝜎𝜎𝜎  값을 갖는 서로 다른 initial con-

figuration을 7 × 104개를 생성하였다. 그 후 각

각의 initial configuration에 대하여 1 time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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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𝑡𝑡𝑡𝑡 = 0.0001의 시간으로 6 × 106  time step

씩 simulation을 진행하였으며  𝜀𝜀𝜀𝜀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 𝑘𝑘𝑘𝑘𝐵𝐵𝐵𝐵𝑇𝑇𝑇𝑇�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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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시간에 따른 Ω(𝛬𝛬𝛬𝛬𝑅𝑅𝑅𝑅)의 계산을 나타내

며 0 step부터 6,000,000 step까지의 그래프를 

보여준다. 

Figure 5는 x축은 end-to-end distance를 𝜎𝜎𝜎𝜎

로 나눈 값이며 매 시간마다 각 end-to-end 

distance가 0부터 6.5𝜎𝜎𝜎𝜎 사이의 bin의 개수를 

1,000개로 하여 y축인 Ω(𝛬𝛬𝛬𝛬𝑅𝑅𝑅𝑅)값을 구하였다. 시

간이 지남에 따라 6𝜎𝜎𝜎𝜎  근처의 end-to-end 

distance를 갖던 polymer들이 collapse가 일어

나 점차적으로 end-to-end distance가 감소하

였으나 end-to-end distance가 하나의 값에 수

렴하는 것이 아닌 시간이 매우 지나도 여러 값

에서 Ω(𝛬𝛬𝛬𝛬𝑅𝑅𝑅𝑅) 값이 계산되는 것을 통해 서로 다

른 initial con-figuration을 갖는 polymer가 

collapse 중 여러 metastable state가 있어 그 

상태에 속박되어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Figure 6은 식 (12)를 이용하여 

Shannon entropy를 구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Shannon entropy가 전 영역으로 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information이 각각의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Shannon 

entropy는 information을 잃는 방향으로 이동

하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6. 시간에 따른(0 step에서 6,000,000 

step까지) Shannon entropy의 변화이다.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end-to-end 

distance에 상관없이 information이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7. 시간에 따른(0 step에서 6,000,000 

step까지) Free energy의 변화이다. 시간이 지

남에 따라 1𝜎𝜎𝜎𝜎근처의 값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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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또한 여러 end-to-end distance의 

값을 갖는 각각의 configuration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Figure 7은 polymer의 free energy를 식 (13)

으로 구하였다. x축은 end-to-end distance를 𝜎𝜎𝜎𝜎

로 나눈 값이며 y축은 식 (13)의 free energy를 

𝑘𝑘𝑘𝑘𝐵𝐵𝐵𝐵𝑇𝑇𝑇𝑇로 나눈 값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polymer가 collapse되어 점차적으로 1𝜎𝜎𝜎𝜎에 가

까운 configuration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1𝜎𝜎𝜎𝜎 뿐만 아니라 각각의 local 

state 즉 시간이 매우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𝜎𝜎𝜎𝜎가 아닌 영역에서도 microstate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onomer의 개수가 

16개이며 
𝜀𝜀𝜀𝜀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

𝑘𝑘𝑘𝑘𝐵𝐵𝐵𝐵𝑇𝑇𝑇𝑇� = 3.0일 때의 값에서 1𝜎𝜎𝜎𝜎근처

의 값이 free energy 값이 가장 낮은 것을 보

아 가장 안정한 configuration을 갖는 것을 보

여준다. 

결론 

 Polymer가 collapse가 되는 것이 polymer의 

한쪽 끝부터 다른 한쪽으로 collapse가 되는 

것이 아닌 cluster를 형성하면서 collapse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polymer들이 initial configuration에 따라 

collapse 되면서 완전이 collapse되지 않은 

metastable state에 갇혀있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또한, Information theory를 이용하여 

polymer의 Shannon entropy와 nonequilibrium 

상태의 local free energy를 구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information이라는 양이 end-to-

end distance마다 확산이 됨을 알 수 있었고 

또한 Shannon entropy는 information을 잃는 

방향으로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polymer의 기존의 free energy에 Shannon 

entropy를 더함으로써 얻은 local free energy

값을 구함으로써 polymer가 collapse 되면서 

local free energ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또한, 가장 안정한 configuration을 갖

는 polymer의 end-to-end distance가 1𝜎𝜎𝜎𝜎근처

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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