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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물질 중 하나이며 생명의 기반으로 인식된다. 또한

물이 생체 내에서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점점 밝혀

지고 있다. 생체분자 주변에 단단하게 결합된 물(tightly bound water)들은 생체분

자의 구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최근에는 이러한 tightly bound

water를 넘어 약하게 결합된 물(weakly bound water)의 존재가 발견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예를 들어 DNA의 경우 기존에 생각되었던 것보다 7.6Å

더 멀리까지 물 분자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낮은 농도의 수용액(dilute solution)상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 생체 세포는 아주 복잡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80∼400mg/ml) [4].

단백질, DNA, RNA, 탄수화물 등 다양한 거대분자들이 세포의 대부분의 공간을 차

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세포 내부 환경은 분자들의 이동성이 하락하고

유전상수가 감소하는 등 낮은 농도의 수용액과는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5]. 따라

서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환경을 모사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고, 여기서 생체분자 주

위의 물, 즉, hydration water의 특성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Polyethylene glycol(PEG)은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

는 물질 중 하나이다 [4]. PEG는 중성의 고분자로써 물에 잘 녹고 [6], 다른 생체분

자들과 직접적으로 결합하지 않아 crowding agent로 적합하다 [7]. 생체분자와

PEG, 물로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에서 생체분자의 hydration water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높은 농도의 PEG에 의해 변화된 물의 환경은 그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이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PEG가 물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VNA와 THz TD-ATR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다양한 농도의

PEG 20000 수용액의 유전상수를 0.5GHz∼1.2THz영역에서 측정하고, Debye

relaxation model로 fitting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체와 비슷한 농도(90∼

300mg/ml)에서 PEG가 물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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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유전상수

유전체에 일정한 외부 전기장이 걸려있는 경우 Polarization은 다음과 같다.

   [식 2.1]

이 때 는 진공의 유전상수이다. 는 electric susceptibility이며 유전상수 와 다

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식 2.2]

따라서  (혹은 )는 유전체가 외부 전기장에 반응하여 얼마나 잘 분극 되는지를

나타낸다. Polarization은 외부 전기장에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므로 일반적인 정

의는 다음과 같다.

  
 ∞



  ′ ′′ [식 2.3]

여기서   ′는 시간 의존 susceptibility이다. 위 식을 푸리에변환하면 결과적으

로 주파수영역에서 polarization의 정의를 얻는다.

     또는         [식 2.4]

만약 어떤 유전체의 유전상수를 안다면 위 식에 의해 polarization의 진폭과 위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유전상수를 측정하여 분자들의 polarization 정보를 얻는

방법을 dielectric spectroscopy라고 한다. 극성 분자들의 경우 polarization 정보를

안다면 회전운동 거동에 대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을 다음절에서

다루겠다.



3

제 2 절 분자 회전운동 이론: Debye relaxation model

이 절에서는 유전상수로부터 어떻게 극성분자들의 회전운동을 분석할 수 있는지

자세히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극성분자는 영구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며 외부 전기

장에 대해 정렬하려는 특성을 갖는다. 만약 외부 전기장이 0이 되면 극성분자들은

다시 무작위의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따라서 영구 쌍극자 모멘트로 정의된

Orientational polarization을 통해 극성분자들의 회전운동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극성분자들이 국소 전기장 F 하에서 열운동에 의해 끊임없이 회전운동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자. 이 때 극성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방향과 외부 전기장 사이의 각

도를 라 하자 [그림 2.1].

그림 2.1. 극성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방향

시간 동안 solid angle 로 들어오는 쌍극자 모멘트의 알짜 수는 다음과 같다.




 ∆ ∆ [식 2.5]

여기서 는 쌍극자 모멘트 방향의 분포함수이며 ∆은 회전운동에 대한 전기

장 F의 기여, ∆는 회전운동에 대한 열운동의 기여이다. 두 기여에 대한 수학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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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거치면 쌍극자 모멘트 방향의 분포함수 에 대한 미분방정식을 얻는다 [8].




sin




 


sin


 [식 2.6]

여기서 는 마찰상수, 는 볼츠만상수, 는 절대온도, 은 외부 전기장이 쌍극자

모멘트에 작용하는 돌림힘이다 (  ). 외부 전기장이 진동하는 경우

  
   [식 2.6]을 풀면 쌍극자 모멘트의 분포함수를 얻을 수 있다.

   ′


  [식 2.7]

여기서  ′는 microscopic relaxation time이다 ( ′ 

). 분포함수를 이용하면 다

음과 같이 극성분자의 평균 orientation polarization을 구할 수 있다.

or   〈cos〉 


cos∙ 
  ′


[식 2.8]

이제 Polarization의 정의를 이용하면

     

     ′




   [식 2.9]

여기서 는 polarizability이고 국소 전기장으로 Lorentz field를 사용하였다

( 

  
 , 는 거시적 전기장). [식 2.9]를 유전상수 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Clausius-Mosotti 관계식을 얻는다.



 
 

   ′


 [식 2.10]

위 식은 낮은 주파수 극한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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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11]

높은 주파수 극한에서 (′≫ )

∞  

∞  
 


 [식 2.12]

로 표현된다. [식 2.11]과 [식 2.12]를 이용하여 [식 2.10]을 정리하면



 
∞  

∞  





 

  
∞  

∞   



′


[식 2.13]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최종적인 Debye relaxation model을 얻는다.

  

  ∞
 ∞ [식 2.14]

여기서  ∞ 

 
′는 macroscopic relaxation time이다. 이 macroscopic

relaxation time은 일정 전기장 하에서 정렬되어 있던 극성 분자들이 전기장이 꺼진

후에 무작위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따라서 실험적으로 유전체의

유전상수를 측정하면, [식 2.14]에 의해 극성분자들의 회전운동 시간을 분석할 수

있다.

상온에서 물은 두 개의 relaxation mode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GHz 근처

의 slow relaxation mode와 1THz 근처의 fast relaxation mode가 그것이다 [9]. 두

개의 relaxation mode는 double Debye model로 기술된다.

  


 


 ∞ [식 2.15]

여기서      은 slow relaxation strength,     ∞ 는 fast relaxation

strength, 은 slow relaxation time, 는 fast relaxation time이다. 두 mode는 각

각 8피코초(), 0.2피코초 정도의 relaxation time을 갖는다 (   ).

수용액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질이 주변 물 분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회전운동성을

느려지게 만든다 [3, 10]. 따라서 수용액에서는 pure water와 구별된 relax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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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mode들이 존재하며, 이때는 아래와 같이 multiple Debye model로 기술할

수 있다.

  
  






 ∞ [식 2.16]

여기서 n은 수용액에 존재하는 relaxation mode의 개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polyethylene glycol(PEG) 수용액의 유전상수를 측정하고 multiple Debye model을

통해 물 분자들의 회전운동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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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장치 구성 및 sample

제 1 절 Vector Network Analyzer

Vector network analyzer(VNA)는 고주파 영역에서 scattering parameter를 측정

하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2 port network system이 사용된다 [그림 3.1].

Scattering parameter는 특정 주파수에서 입력전압 대 출력전압의 비를 의미하고,

따라서 VNA를 통해 sample의 반사계수, 투과계수와 같은 물성을 측정할 수 있다.

VNA를 이용하여 hydration relaxation mode, slow relaxation mode 등 GHz 영역

에 존재하는 mode를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액의 dielectric spectroscopy 연구

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10-12].

그림 3.1. Two port network system 개략도

Scattering parameter 행렬은 다음과 같다.


    

 

  [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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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계수와 반사계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   










[식 3.2]

  










,   










[식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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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절 Open-ended coaxial probe 방법

Open-ended coaxial probe 방법은 coaxial probe와 sample 사이 경계면에서의 반

사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림 3.2]. 이 방법은 넓은 주파수 영역 (105∼1010Hz)

측정이 가능하고 [13], 별도의 cell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sample 준비가 쉬우며 open

system이므로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14].

그림 3.2. Open-ended coaxial probe를 이용한 반사계수 측정 개략도

본 연구에서는 VNA(MS4644A, Anrizsu Inc.)와 Open-ended coaxial

probe(85070E, Agilent Inc.)를 이용하여 0.5∼25GHz 영역에서 30℃ PEG 수용액의

반사계수를 측정하였다. Sample은 1.75ml tube에 담겨 Cool-Bock (ALB6400,

FINEPCR Inc.)내에서 30℃로 온도로 조성되었다. 30℃에 도달한 sample은 높이 조

절이 가능한 거치대로 옮겨진 후 즉시 측정되었다 [그림 3.6, 3.7]. 아래에 실험 장

비 셋업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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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Vector network analyzer (MS4644A, Anrizsu Inc.) 장비

그림 3.4. Open-ended coaxial probe (85070E, Agilent Inc.)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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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온도 유지 장치 Cool-Block (ALB6400, FINEPCR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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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Open-ended coaxial probe 방법의 전체 셋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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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높이 조절 sample 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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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THz Time-Domain Attenuated Total Reflection

spectroscopy

THz Time-Domain Attenuated Total Reflection (THz TD-ATR) spectroscopy는

감쇠전반사(ATR)를 이용하여 THz영역에서 sample의 광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장

치이다 [15]. 본 연구에서는 TAS7500SP 시스템(Advantest Inc.)의 ATR 모듈을 사

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3.8].

그림 3.8. THz Time-Domain Attenuated Total Reflection spectroscopy 셋업

이 시스템에는 펄스 반복율이 50MHz인 두 개의 펨토초 레이저가 사용되었으며

각각 THz 펄스를 생성하고, 검출하는데 사용되었다. 펨토초 레이저가 THz 발생기

인 광전도 안테나(Photoconductive antenna)에 도달하면 carrier가 생성되고, 이것이

직류전압에 의해 가속되면 광전류가 유도되는데 이 때 THz 펄스가 발생한다. 발생

된 THz 펄스의 세기는 발생기 광전도 안테나에 유도된 광전류의 시간미분에 비례

한다 [16].

  





sin



  

 ∝

 
[식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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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지연시각(   )에서 광전도 안테나의 광전류이고, 는 광전도

안테나에서의 쌍극자모멘트와 THz 펄스 방향 사이의 각도이다. 이후 THz 펄스는

Sample에서 감쇠전반사 후 THz 검출기에 도달하여 다른 펨토초 레이저에 의해 생

성된 carrier를 가속시켜 광전류를 유도한다. 이 광전류를 측정함으로써 검출기에

도달한 THz 펄스의 시간영역 형태를 분석할 수 있다. 광전류와 펄스의 전기장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6].

 
 ∞



   ′  ′ ′ [식 3.5]

여기서 는 검출기 광전도 안테나에 유도된 광전류, 는 광전도 안테나 표면 전

도도,   는 검출기에 도달한 THz 펄스의 전기장이다.

ATR 모듈에서는 굴절률이 높고 THz 영역에서 흡수율이 낮은 실리콘 프리즘을

이용하여 내부전반사 조건을 조성하고 에바네센트파 (Evanescent wave)와 sample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광학특성을 측정한다.

그림 3.9. 감쇠전반사(ATR)를 이용한 측정 개략도

이 방법은 별도의 cell이 필요 없으므로 sample 준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THz TD-ATR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0.3∼1.2THz 영역의 PEG

수용액 유전상수를 30℃에서 측정하였다. 아래에 실험장비와 온도 셋업을 나타내었

다 [그림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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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THz TD-ATR sepctroscopy와 온도 셋업

Si prism위에 pt100 저항 온도 센서를 부착하고 양족에 PTC (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heater를 부착하였다. PID 방식 (Proportional, Integral,

Differential) 온도 제어기 [그림 3.11]에 의해 sample의 온도는 30±0.1℃로 유지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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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온도 제어 장비 (Digi-sense 89000-05, Cole-Parmer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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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Data 분석 방법

제 3-1 절 Bilinear analysis model

Open-ended coaxial probe 방법은 sample의 반사계수를 얻는 방법이다. 이를

dielectric spectroscopy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전상수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사계수와 유전상수 사이에 analytic한 관계식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몇 가

지 model을 사용한다 [17]. 그 중 Bilinear analysis model은 2개 혹은 3개의

reference 물질의 알려진 유전상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coaxial probe의 내부

parameter에 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없이 sample의 유전상수를 계산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그림 3.12. Coaxial probe 끝단과 sample의 경계면

[그림 3.12]와 같이 probe-sample 경계면에서는 coaxial probe를 capacitor로 근사

할 수 있다. 이제 Capacitor로 이루어진 회로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admittance를

얻는다.



19

      [식 3.6]

여기서     이다. 이 admittance를 갖는 capacitor와 반사계수 사이에는 다

음과 같이 bilinear한 관계가 존재한다 [18].

  

 
[식 3.7]

이 때   

 
이다. 여기서 는 알려진 sample에 대한 probe 끝부분의

admittance이고 와 는 측정을 통해서 얻은 알려진 sample과 미지의 sample의

반사계수이다. 위 관계식을 통하여 우리는 미지의 sample의 admittance( )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유전상수와 반사계수의 관계를 유도해 볼 것이다. Transmission line theory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admittance와 유전상수의 관계가 알려져 있다 [18].

  
  

  
  ⋯ [식 3.8]

이 때 
  

 


이고, d는 sample에 잠긴 probe의 깊이, c는 진공에서의 전파속

도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 ∼ )

  
 







 









[식 3.9]

이제 이 식을 [식 3.7]에 대입하여 와 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bilinear

model을 얻는다.

 

 
[식 3.10]

유전상수가 잘 알려진 3개의 reference 물질과 반사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 ,

를 구할 수 있다. 실제로 3가지 물질의 유전상수와 반사계수를 이용하여  , ,를

구해보면  ,에 비해 는 약 1/100의 크기를 갖는데, reference 물질이 많아질수록

error가 커지므로 를 무시하고 다음의 관계식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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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1]

본 연구에서는 water와 methanol을 reference 물질로 이용하였다 [19, 20]. 반사계

수 측정을 통해 유전상수를 얻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측정한 반사계수를   

 
로 변환해준다. 여기서   를 사용하였다.

→   

 
,   

 

2. [식 3.11]과  ,  ,  , 을 이용하여 각 주파수에 대한

 ,를 구한다.

3. 이제 미지의 sample의 반사계수로부터 유전상수를 계산할 수 있다.

구축한 Bilinear analysis model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ethanol의 유전상수를

측정하여 reference data [21]와 비교해보았다. 측정 주파수영역 (0.5∼25GHz)에서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13, 3.14]. 여기에서 permittivity는 유전상수의

실수부, dielectric loss는 유전상수의 허수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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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Ethanol의 permittivity data와 reference 비교

그림 3.14. Ethanol의 dielectric loss data와 referenc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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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절 THz TD-ATR spectroscopy 분석

THz TD-ATR spectroscopy는 p-polarized THz 펄스를 이용하여 에바네센트파

(avanescent wave)와 sample의 상호작용을 통해 광학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15]. 시간영역 THz 펄스 측정으로부터 유전상수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루어진다.

그림 3.9. 감쇠전반사(ATR)를 이용한 측정 개략도

1. 시간 영역 실험 data인  ,  에 대해 FFT 실시 →   ,   

2.    ′ ′  [식 3.12]

여기서  ′는 입사 펄스, 은 P-polarized Fresnel 반사계수이다.

 
 

sin  cos

 
sin  cos

[식 3.13]

3.   를 이용하여 [식 3.12]로부터 를 구한 후, [식 3.13]를 이용하여

를 구한다.

4.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sample의 유전상수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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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3.14]

여기서      ,    이고, 인과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유전상수의 허수부

가 양수인 부분을 선택한다.

Adavantest사에서 제공된 program상에서 위의 계산 과정을 자동적으로 수행해주

었다 (TAS7500SP, Advantest Inc.). 아래는 27℃ Deionized (DI) water의

permittivity와 dielectric loss 그래프를 프로그램 상에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5. 27℃ DI water의 permittivit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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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27℃ DI water의 dielectric los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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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R spectroscopy 장비에 구축한 온도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27℃에

서 DI water의 유전상수를 측정하고 reference data와 비교해보았다 [22]. 측정 주파

수 영역 내에서 잘 일치하였다.

그림 3.17. 27℃ DI water의 permittivity 실험 data와 reference data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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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27℃ DI water의 dielectric loss 실험 data와 reference data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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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Sample: Polyethylene glycol 20000 수용액

Sample로는 polyethylene glycol (PEG) 20000 수용액을 선택하였다. PEG 20000은

분자량이 약 20000인 polymer 구조이다 [그림 3.19]. PEG는 물에 잘 녹고 다른 생

체분자와 직접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므로 crowding agent로 적합하다 [6, 7]. 또한

다루기가 쉬우며 다양한 크기의 제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PEG 20000은 헤

모글로빈, 혈청알부민 등의 대표적인 단백질과 크기가 비슷하므로 생체 내부를 모

사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4]. 본 연구에서는 PEG를 DI water (Deionized

water)에 녹여 수용액을 만들었고, 4가지 농도 (10%, 20%, 30%, 40%)에 대하여 유

전상수를 측정하였다. 사용된 PEG 20000은 Sigma-aldrich에서 구매하였다 (PEG

20000 81300-1KG).

그림 3.19. Polyethylene glycol의 구조식

PEG 수용액의 농도[%]는 “(용질의 질량)/(용매의 질량)×100”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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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결과 및 분석

제 1 절 PEG 수용액의 유전상수 측정값

본 연구에서는 Vector Network Analyzer와 THz time-domain ATR spectroscopy

를 이용하여 0.5∼25GHz, 0.3∼1.2THz 주파수 영역에서 4가지 농도의 PEG 수용액

의 유전상수를 측정하였다. 아래의 [그림 4.1], [그림 4.2]는 각각 water, 10%, 20%,

30%, 40% PEG 수용액에 대한 유전상수 실수부(permittivity)와 허수부(dielectric

loss)의 측정값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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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PEG 수용액의 permittivity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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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PEG 수용액의 dielectric loss 측정 결과

두 그래프 모두 PEG 농도의 증가에 따라 유전상수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극성분자인 물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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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Fitting 분석

측정 주파수 영역 내에서 Free Parameter Fitting을 실시하였다. PEG hydration

relaxation mode와 기존에 알려진 bulk water의 두 가지 relaxation mode (slow,

fast) [9]를 함께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tripple Debye model fitting을 시도하였다.

 








 ∞ [식 4.1]

아래 그래프에 농도별 PEG 수용액의 dielectric loss data의 fitting 결과를 나타내었

다. 각 그래프에 3가지 relaxation mode의 decomposition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 4.3∼4.6].

그림 4.3. PEG 10% 수용액의 triple Debye Fitt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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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PEG 20% 수용액의 triple Debye Fitting 결과

그림 4.5. PEG 30% 수용액의 triple Debye Fitt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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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PEG 40% 수용액의 triple Debye Fitting 결과

농도가 증가할수록 slow relaxation mode가 감소하고 hydration relaxation mode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fitting 결과는 물리적인 상황과 잘 일치하는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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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Bulk relaxation mode 분석

PEG 수용액의 Debye model fitting 결과 PEG는 bulk water의 dynamics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아래 점선은 30℃ Neat water의 경우 slow

relaxation time (∼)을 나타낸다 [19]. 여기서 PEG의 농도를  단위로

나타내었다 (각 농도는 0, 92, 171, 239,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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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PEG 농도별 slow relaxation time 그래프

Slow relaxation time은 농도에 따라 점점 증가하다가 300mg/ml에서는 의

time scale을 보였다. 이 결과는 DNA의 weakly bound water의 relaxation time

(∼)와 비슷한 수치이다 [3]. 이는 PEG로 인해 야기된 bulk water의

dynamics 변화가 DNA와 hydration water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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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relaxation strength는 PEG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8]. 이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용액 내에 존재하는 물 분자의 수가 감소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래프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값은 수용액 내의 모든 물

분자들이 bulk water라고 가정하였을 때 계산된 relaxation strength 값이다.

그림 4.8. PEG 농도별 slow relaxation strength

이를 “apparent value”라고 부르겠다. 하지만 실제 fitting으로 분석된 slow

relaxation strength는 apparent value 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고, 이 두 값의 차이만

큼이 hydration water의 양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apparent value와

실제 측정된 bulk water의 양의 차이를 통해 “hydration number”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Hydration number는 “용질 하나당 hydration water의 수”를 말한다.

다음 절에서 이와 관련된 계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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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PEG의 hydration relaxation mode 분석

이번 절에서는 PEG의 hydration relaxation mode를 분석하여 hydration water의

dynamics와 hydration number가 PEG의 농도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탐구해보았다.

PEG 수용액의 Debye model fitting 결과 PEG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hydration

water의 dynamics가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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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PEG 농도별 hydration relaxation time 그래프

PEG 농도에 따라 hydration relaxation time은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로부

터 hydration water의 회전운동이 점점 느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apparent value와 실제 측정된 bulk relaxation strength

의 차이를 통해 hydration number를 구할 수 있다 [그림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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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PEG hydration number 계산 개념도

Relaxation mode에 참가하는 물 분자들의 몰 농도는 다음과 같이 relaxation

strength와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23].

 

  








  


 [식 4.2]

여기에서 는 mode j의 relaxation strength, 는 static permittivity, 는 볼츠만

상수, 는 절대온도, 는 진공의 유전상수, 는 물 분자의 polarizability

(×  ), 는 Kirkwood corelation factor, 는 기체상태의 물 분자

쌍극자 모멘트, 는 reaction field factor이다.

 







  
[식 4.3]

여기서 는 물 분자의 반지름이다 (). 측정된 relaxation mode로부터 bulk

water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pure water의 값으로 normalization 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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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4]

PEG 수용액 내 bulk water의 몰 농도를 구하기 위해     ,   

을 이용하였다 [19]. 그리고 Kirkwood corelation factor, 를 계산하기 위해 아래

식을 이용하였다 [24].

   ∞


×× [식 4.5]

여기서 은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bulk water의 macroscopic relaxation time,

는 bulk water의 static permittivity, ∞는 bulk water의 high frequency

permittivity, 은 microscopic relaxation time이다. (   , 이 때 은 pure

water의 측정으로 얻을 수 있는  , ∞ , 과 알려진   을 이용하여 [식 4.5]

를 통해 구하였다)

수용액 내의 모든 물 분자들이 Bulk water라고 가정할 때의 “apparent 몰농도”는

수용액의 농도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식 4.6]

여기서 는 각 농도별 수용액에서 물 분자의 부피 비율 (물의 부피/수용액의 부피),

는 30℃에서 물 분자의 밀도 (), 은 물 분자의 몰질량이다 ().

이제 bulk water의 apparent 몰농도와 fitting 분석된 몰농도의 차이를 PEG 몰농

도로 나누어주면 PEG의 hydration number를 구할 수 있다.

  


   

[식 4.7]

하나의 PEG 20000 분자는 약 454개의 monomer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PEG의

monomer당 hydration number는 다음과 같다.


   [식 4.8]



38

아래 그래프는 각 농도별 PEG의 monomer당 hydration number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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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각 농도별 PEG monomer의 hydration number

PEG monomer의 hydration number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다음과 같이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식 4.9]

여기서 는 PEG의 농도(mg/m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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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생체와 비슷한 농도(90∼300mg/ml)의 PEG 수용액을 만들고, PEG

가 물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VNA와 THz TD-ATR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0.5GHz∼1.2THz 주파수 영역에서 4가지 농도의 30℃

PEG 20000 수용액의 유전상수를 측정하였다. 이에 대해 tripple Debye relaxation

model fitting을 실시하였고, 실험 data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개의

relaxation mode는 각각 hydration relaxation mode, slow relaxation mode, fast

relaxation mode로 해석되었다.

Fitting 분석 결과 PEG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slow relaxation time과 hydration

relaxation time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EG에 의해 물 분자들의 회전

운동성이 느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PEG 농도가 증가할수록 hydration

number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생체분자와 PEG, 물로 이루어

진 복잡한 시스템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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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roadband dielectric spectroscopic study

on polyethylene glycol aqueous solution

Jungmin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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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search complex dielectric constant between 0.5 GHz and 1.2 THz for

various concentrations of 30℃ Polyethylene glycol (PEG) 20000 aqueous solution

was measured by Vector Network Analyzer (VNA) and THz Time-Domain

Attenuated Total Reflection (THz TD-ATR) spectroscopy. The PEG aqueous

solution was fitted to triple Debye relaxation model. Then relaxation time of

bulk water and hydration water was extracted. Hydration number was also

calculated. From these results we examined how aqueous environment is

affected by PEG when concentration of PEG solution is similar with

concentration of biomolecules in the living cell.

Key words: Polyethylene glycol, Bulk water, Hydration water, Relaxation

time, Hydratio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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