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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DNA 는 상보적인 염기가 자가조립하는 독특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최근 복잡한 나노 

구조물을 제작하는 바이오 재료로 주목 받고 있다. DNA 오리가미 기술은 하나의 긴 

scaffold DNA 와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짧은 staple DNA 를 이용하여 

구조체를 형성하는 DNA 나노기술이다. 이러한 DNA 오리가미 기술을 이용하면 2 차원 

형상뿐만 아니라 복잡한 3 차원 형상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으며 특히 교차점 사이에 

존재하는 DNA 염기의 수를 조절하면 원하는 정도의 곡률과 비틀림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있다 [1,2]. 

이러한 DNA 오리가미 구조물은 한 쪽 사슬의 공유결합이 끊어진 형태인 nick 이나 DNA 

가닥들을 연결하는 Holiday junction 과 같은 구조적 모티프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실험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구조적 모티프들의 기계적 특성이 정량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DNA 오리가미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모티프들의 역학적 성질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DNA 오리가미 

구조물의 형상 및 역학적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유한요소법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을 

소개한다 [3,4]. 

 

시뮬레이션 기법의 개요 

 

분자동역학 

분자동역학은 원자의 움직임을 고전역학을 기반으로 모사하여 전체 시스템의 거동을 

예측하는 전산모사 방법이다. 이를 이용하면 DNA 가 지닌 나노스케일의 국소적인 기계적 

특성을 얻어낼 수 있으며 이를 유한요소법에 적용할 수 있다. Nick 구조물의 염기서열의 

종류를 변화시켜 가면서 구성 원자들의 궤적을 계산하였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기계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림 1a). 

 

유한요소법 

DNA 이중나선구조를 실험적으로 측정된 인장, 굽힘, 비틀림 강성을 가지는 빔으로 

모사하고 국소적인 구조적 모티프들의 기계적 특성은 분자동역학에서 계산된 값을 

이용하여 전체 오리가미 구조물을 서로 연결된 빔 구조물로 모델링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DNA 특유의 기하학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최소의 에너지를 가지는 오리가미 

구조물의 3차원 형상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1b). 



 
그림 1. 시뮬레이션 기반 DNA 오리가미 연구의 개략도. (a) 분자동역학을 이용한 DNA 의 

기계적 성질 예측. (b) 유한요소법 기반 DNA 오리가미 구조물의 형상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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