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리전이, 열역학적 상태인가 동력학적 상태인가?  

예전에 비정질 고체를 형성하는 물질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되었던 때가 있다. 현재에는 세
라믹, 금속, 그리고 고분자 모두에서 비정질 상태가 공히 나타난다고 인정한다. 흔히 "유리"라 
불리는 비정질 고체는 액체를 유리전이온도 T

g
 이하로 급격히 냉각하여 결정화를 억제함으로

써 얻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유리는 평형에서 벗어난 물질로서 무질서한 분자 배열은 액체와 
유사하고 그 강도는 고체와 유사하다. 그러나 유리전이에 얽힌 물리현상은 아직도 풀리지 않
은 질문이다. 논쟁의 초점은 유리전이가 열역학적(정적)이냐 운동학적(동력학적) 현상이냐 이
다. 최근에 프랑스 CNRS-Laboratoire de Physique Statistique의 Werner Krauth와 
Ludger Santen 박사 연구팀이 관련 증거를 더 제시하여 유리전이는 기본적으로 열역학적 현
상이 아님을 보고하였다[Nature, 405, 550 (2000)]. 

열역학적 상전이는 부피 등과 같은 어떤 열역학적 성질의 급격한 변화를 수반한다. 열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실험적으로 관측된 유리전이는 내면에 깔린 열역학적 전이현상이 동력학적으
로 조절되어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설명은 W. Kauzmann 박사의 역작[Chem. Rev., 
43, 219-256 (1948)]에 기원을 두는 것이다. 그는 소위 Kauzmann 온도 이하로 냉각되면 
과냉각 액체의 엔트로피(구조적 무질서 정도)가, 최저의 엔트로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결
정 구조의 엔트로피보다 더 낮아지게 되어 "엔트로피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
다. 이 위기가 실제적으로 유리전이를 통해 소멸된다는 것이다. 반면, 동력학적 관점에서는 관
측된 구조적 변화가 과냉각 액체의 이완에 따른 동력학적 전이의 결과로서 열역학적 성질의 급
격한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고 여긴다. 



  

유리전이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팀은 구 또는 원판 형태의 원자로 구성된 이상적인 시스템을 연
구하였다. 여기서 원자들은 강체(hard-core) 척력만을 갖는다. 따라서 상호 작용하는 포텐셜
은 0이거나 ∞이며 시스템은 열역학적 그리고 동력학적 성질이 온도와 무관(athermal)하게 된
다. 이렇게 단순화된 모델을 실제 물질계의 유리전이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형태의 강체구(hard sphere)들
이 무질서한 액체상태에서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배열된 결정상태 전이함이 알려져 있다. 그러
므로 강체구들의 밀도를 증가하는 것은 온도를 낮추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실제, 강체구
들의 밀도를 급격히 증가시키면 (비록 잠시동안 이기는 하나) 결정화가 억제되는 "과냉각"과 
유사한 상태가 발견된다. 

그 동안 동일한 형태의 강체구들에 대한 수리모사 결과들이 양쪽 주장의 논거로 사용되어 왔었
다. 과냉각 영역에서 상태방정식의 기울기가 불연속이라는 점에서 유리전이가 열역학적이라



는 주장과, 그러한 불연속성이 실제 관측되지 않으며 언제나 과냉각 영역을 거쳐 결정화된다
는 점에서 동력학적 현상이라는 주장이 대립되어 왔다. 최근에 콜로이드 입자에 관해 보고된 
실험적 연구[Langmuir, 16, 939 (2000)]는 후자를 뒷받침하고 있다. 

Krauth와 Santen 박사 연구팀은 Monte Carlo 모사를 통하여 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
다. 그들은 원판형 강체입자들로 구성된 2차원 시스템을 가상하였는데 각 입자들의 크기를 서
로 다르게 하여 결정화를 방지하였다. 이와 같이 결정화를 배제하고서 무질서 영역의 성질을 
추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유리전이 밀도를 확산계수가 극히 작아지는 지점으로 정의할 수 있었
다. 정의된 밀도를 전후하여 열역학적 성질의 변이를 주의 깊게 조사한 결과(샘플링의 편향을 
막기 위해 'cluster' Monte Carlo 알고리듬을 사용함), 열역학적인 유리전이는 발견되지 않았
다. 물론 실제적인 모델의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지는 않지
만, 열역학적 유리전이를 주장한 연구자들이 가벼이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 분명하다. 
[Nature, 405, 5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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