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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반적으로 분자 생물학적 기작들은 매우 신뢰성 있는 구조를 가

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실험들이 숙련된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실험 비용을 필요로 하고 그 결과

를 미리 예측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DNA를 이

용하는 여러 실험 과정 중에서 DNA의 연쇄 결합 반응을 시뮬레이

션 하였다. 이를 위하여 single base mismatch와 dangling ends를 

허용하는 NN 모델을 이용하여 DNA간의 결합을 통해서 발생하는 

자유에너지를 계산하여 DNA간의 결합 가능성을 결정하였고, 각각

의 DNA간에 발생하는 충돌 빈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artificial 

chemistry에서 사용되는 동역학적인 방법들을 이용하였다.  

기존의 대부분의 모델들이 완전한 Watson-Crick 상보성을 만족

하는 시퀀스들만을 고려한 것과는 달리, 실제 실험상에서 많이 발생

하는 single base mismatch와 dangling ends등을 고려해 줄 수 있

다. 또한 제안된 모델에서는 단순히 두개의 DNA 시퀀스 간의 결합 

안정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퀀스들의 연속적인 결

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는 특징

이 있다. 

제안된 모델을 통한 시뮬레이션은 DNA의 hybridization과 

ligation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기 때

문에 DNA 컴퓨팅 뿐만 아니라 DNA를 사용하는 다른 많은 생화학 

실험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열역학적 시뮬레이션, DNA hybridization, DNA 컴퓨팅 

학번: 2002-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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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1 연구배경 

 

DNA 컴퓨팅은 생체 분자인 DNA를 계산 및 저장의 매체로 사용

하고, 생물학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실험 방법들을 연산자

로 이용하는 계산 모델이다. 1 Mole의 DNA 용액에는 아보가드로 

수 (6x1023) 만큼의 DNA 분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용액 내

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 연산의 대상으로 사용이 된다. 따라서 기존

의 컴퓨터에 비하여 막대한 양의 자료를 저장하는 도구로 사용하거

나, 엄청난 병렬성을 가진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특히 Adleman이 1994년 DNA 분자를 이용하여 Hamiltonian 

Path Problem을 해결한 이후 [Adleman, 1994], 계산학적으로 어려

운 문제들인 NP-complete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DNA 

컴퓨팅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분자 생물학 기술로는 문제의 크기가 커서 컴퓨터

로 해를 구하기 힘든 문제를 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개발된 DNA 컴퓨팅 기법은 그림 1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처럼 모든 가능한 해들(혹은 해가 될 수 없는 것까지도)을 DNA를 

사용하여 생성하고 이 중에서 문제의 요구 조건에 맞는 답을 찾아

가는 이른 바 “exhaustive 탐색”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가 Boolean 값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문제의 경우, 문제의 크기

가 40일 때 240 ≈ 1012 의 가능한 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생물

학 실험에서 사용하는 수 pico mole의 농도로는 이 정도 크기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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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차 그 해를 정확하게 전부 표현하기 어렵다. 또한 이 정도 크기

의 문제는 개인용 컴퓨터로도 생물학 실험을 사용하는 DNA 컴퓨팅 

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빨리 풀 수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크기가 

20인 3-SAT 문제가 DNA 컴퓨팅으로 푼 가장 크기가 큰 NP-

complete 문제이다 [Braich et al., 2002]. 

 

(a) 일반적인 컴퓨팅 알고리즘           (b) DNA 컴퓨팅 알고리즘 

 

그림 1. 기존의 컴퓨팅 알고리즘과 DNA 컴퓨팅 알고리즘의 비교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시도중의 하나가 DNA 시퀀스의 설계에 관한 것이

다. 잘 설계된 DNA 시퀀스는 DNA 컴퓨팅 알고리즘을 더욱 신뢰 

있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에러를 최소화 시

킬 수 있는 DNA 시퀀스 설계를 연구하고 있다 [Zhang and Shin, 

1998].  또 다른 시도는 DNA에서 일어나는 분자 생물학 적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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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기존의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Garzon and 

Oehmen, 2001;Hartemink and Gifford, 1998;Hinze et al., 2001].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특정 문제를 위해 설계된 DNA 컴퓨팅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실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물학 실험 

과정들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DNA 컴퓨

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생화학이나 분자

생물학의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Nearest Neighbor(NN) 모델을 이용하여 

DNA/DNA 연쇄 결합 반응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연쇄 결합 반응의 

시뮬레이션은 열역학적인 데이터와 artificial chemistry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를 위하여 single base mismatch와 dangling 

ends를 허용하는 NN 모델을 이용하여 DNA간의 결합을 통해서 발

생하는 자유에너지를 계산하였고, 각각의 DNA간에 발생하는 충돌 

빈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artificial chemistry에서 사용되는 동역학

적인 방법들을 이용하였다. 기존의 대부분의 모델들이 완전한 

Watson-Crick 상보성을 만족하는 시퀀스들만을 고려한 것과는 달

리, 실제 실험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single base mismatch와 

dangling ends등을 고려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안된 모델에서는 단순히 두 개의 DNA 시퀀스 간의 결합 

안정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퀀스들의 연속적인 결

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실험을 통해서 생성되는 최종 결과물들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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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본 논문에서 구현하

고 있는 DNA/DNA 연쇄 결합 반응과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nearest neighbor(NN)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DNA 

hybridization simulation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소개하겠다. 3

장에서는 DNA/DNA 연쇄 결합 반응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된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연쇄 결합 반응 

모델은 크게 collision 모델과 결합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4장에서

는 구현된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들을 제시하겠다. 이 후 5

장에서 제시된 결론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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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DNA/DNA 연쇄 결합 반응 

 

2.1 DNA hybridization 

 

DNA(deoxyribonucleic acids) 분자는 A(adenine), T(thymine), 

G(guanine), C(cytocine)의 네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적으로 이

어진 사슬 구조를 하고 있다. 상온에서는 A와 T 그리고 G와 C가 

Watson-Crick 상보성에 의해 결합된 이중나선 (double helix) 구조

로 존재한다.  

 

 

그림 2. DNA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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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의 작은 조각을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oligonucleotide) 또는 

올리고라고 하며 현재의 기술로 실험에 필요한 임의의 올리고 서열

을 합성할 수 있다. 이들 합성된 올리고들을 하나의 시험관 (test 

tube) 또는 반응기 (reactor)에 넣으면, 단일가닥 (single strand) 

DNA들이 Watson-Crick 상보성에 의해 결합함으로써 이중사슬구

조 (double strand) DNA를 형성한다. 이 반응은 용액 상에서 초병

렬적으로 일어난다. 또한 온도를 (예를 들어, 섭씨 90도 정도로) 높

여주면 두 가닥으로 구성된 DNA가 한 가닥으로 분리된다. 

위와 같이 단일가닥 DNA가 시험관 내에서 반복적인 Watson-

Crick 결합에 의해서 이중사슬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을 DNA/DNA 

연쇄 결합 반응이라고 하며 이러한 과정이 그림3에 설명되어 있다. 

 

 

그림 3. Hybridization / Ligation 

CGTACCTTAGGCT 

AGCTTAGGATGGCATGG AATCCGATGCATGGC 

CGTACCTTAGGCT
AGCTTAGGATGGCATGGAATCCGATGCATGGC 

CGTACCTTAGGCT 
AGCTTAGGATGGCATGGAATCCGATGCATGGC 

AGCTTAGGATGGCATGGAATCCGATGCATGGC 

+

Ligation 

Hybridization 

Dehybridization 

+
CGTACCTTAGGCT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004/05/18 10:58:50



2.2 Nearest Neighbor 모델 

 

Watson-Crick 상보성에 의해

서 서로 상보적인 두개의 단일

가닥 DNA는 상온에서 서로 결

합하여 이중나선 형태로 안정된 

상태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DNA가 들어있는 용액의 온도

를 높임에 따라 결합된 DNA는 

점점 단일가닥 DNA로 분리되

기 시작한다. 이 때 전체 DNA

의 농도 중에서 절반이 이중가

닥 DNA로 남아 있고 나머지 

절반은 단일가닥 DNA로 해리된 상태일 때의 온도를 melting 

temperature (Tm)이라고 한다. Tm곡선에 대한 설명이 그림 4에 나

와 있다. 

Nearest neighbor 모델은 이 Tm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Watson-Crick 결합에 참여한 뉴클레오타이드가 A, T, G, C 중 어

느 것인지를 보고 각각의 경우에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증감량을 계산하여 Tm을 계산하게 된다 [SantaLucia, 

1998]. 계산된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증감량을 이용하여 실제 Tm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7.01
][log6.16

)4/|ln(| 10 Na
Na

CRS
HT

T
m   (1) 

R : Boltzmann’s constant (1.987 cal/(K mol))    

[CT] : total molar strand concentration     

그림 4. Tm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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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서로 상보적인 DNA가 결합을 할 때에는 Watson-

Crick 상보성을 완전히 만족 시키는 결합만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실험자의 의도와는 달리 그림 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의도하지 

않은 hybridization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요인들은 실험을 실패

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중의 하나가 된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mismatch들은 시뮬레이션 상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임에

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완전한 Watson-

Crick 상보성을 만족시키는 경우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모델에서는 1-base mismatch와 dangling ends를 처리할 수 

있는 data를 사용하여 NN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의도하지 않은 hybridization을 찾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보다 실제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림 5. 의도하지 않은 hybridization 

 

AGGCTTAGCT

TCCAGATCGA

Mismatched Hybridization

AGGCTTAGCT

TCCAGATCGA

Mismatched Hybridization

AGGCTTAGCT

CGAATCGAGC

Shifted Hybridization

AGGCTTAGCT

CGAATCGAGC

Shifted Hybridization

AGGCTAC
C

G
T

TTCC

Hairpin Hybridization

AGGCTAC
C

G
T

TTCC

Hairpin Hybri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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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련 연구 

 

DNA hybridization은 실험에서 원하는 특정한 DNA의 검출을 위

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또한 microarry가 점점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됨에 따라서 hybridization을 통한 DNA의 검

출과 그 예측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험상

에서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서 이러한 hybridization 과정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연구자들이 hybridization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학적 기작들

을 모델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중 

hybridization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Peyret과 SantaLucia는 프로브 시퀀스와 target 유전자 간의 

hybridization을 최적화 시키기 위해서 열역학적인 요인들을 분석, 

이용하여 HYTHER라 불리는 hybridization 예측 시스템을 구현했

다(http://ozone2.chem.wayne.edu/). Wang과 Drlica는 열역학과 동

역학적인 요소들을 이용하여 DNA의 hybridization 과정을 모델링했

다 [Wang and Drlica, 2003].  

DNA chip이 더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어 감에 따라서 chip 상

에 고정된 DNA 프로브의 hybridization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

루어졌다. Reyes-López등은 `Virtual Hybridization`이라는 

software package를 개발했다. 이 software는 프로브의 열역학적

인 안정성, 다른 DNA 시퀀스와 프로브 간의 유사성의 정도, 타겟 

시퀀스의 이차구조에 대한 평가등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 [Reyes-

López et al., 2003]. Zuker 그룹에서는 RNA와 DNA의 folding과 

hybridization을 web 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mfold라는 시스템

을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다 [Zuker, 2003]. 

그러나 기존의 연구가 microarray 상에 고정되어 있는 DNA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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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스의 hybridization이나 DNA간의 연속적인 hybridization이 아닌 

한번의 hybridization만을 다루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hybridization을 통해서 새로이 생성된 이중가닥의 DNA 시퀀스가 

반복적으로 다른 시퀀스들과 결합하는 모델을 다루고 있다.  

 

 

그림 6. DNA/DNA 연쇄 결합 반응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이 기존의 모델들과 가장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바로 연쇄 결합 반응을 모델링 했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두 개의 단일가닥 DNA간의 hybridization을 다루고 있는

데 반해, 제안된 모델은 그림 6에서 보이는 것 처럼 연속적인 결합 

새로 생성된  

긴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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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추적함으로 해서 단일 가닥 DNA간의 결합 만이 아닌 여러 

가닥의 DNA가 계속해서 서로 결합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

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004/05/18 10:58:50



3장 

 

시뮬레이션 모델 

 

DNA/DNA Hybridization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nearest 

neighbor(NN) model 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1-base non 

Watson-Crick base pair 와 1-base dangling end 를 고려하여 모든 

가능한 경우의 hybridization 확률을 검사해서 두개의 ssDNA 가 서

로 hybridize 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게 된다 [SantaLucia, 1998]. 

Hybridization 은 DNA 를 이용한 생물학 실험에서 가장 기초적인 

protocol 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Hybridization 의 simualtion 은 

PCR 이나 전기 영동등과 같은 다른 DNA 컴퓨팅의 연산자를 구현

하는 첫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 

Hybridization 이 일어날 가능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nearest 

neighbor method 가 사용되었다. 완전한 Watson-Crick pair 에 대

해 적용될 수 있는 nearest neighbor(NN) 파라메터들은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1-base non Watson-

Crick pair 에 적용될 수 있는 NN 파라메터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

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파라메터들과 함께 시험관 내의 염분의 

농도, DNA 의 농도, 그리고 실험 온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결합 

가능성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Tm(melting temperature)값에 따

라서 최종적으로 결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열역학적 데이

터를 사용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자유 에너지를 이용한 계산이 좀 

더 일반적이지만, 실제 실험에서 사용되는 것은 자유 에너지가 아니

라 Tm 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현한 모델에서는 Tm 을 이용하여 실

험자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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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의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의 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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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Boltzmann’s constant (1.987 cal/(K mol))   

[CT] : total molar strand concentration    

 

∑
∈

°∆+°∆+°∆=°∆
}{stacksk

kinitends HHHH     (2) 

∑
∈

°∆+°∆+°∆=°∆
}{stacksk

kinitends SSSS     (3) 

 

Tube 안에서 일어나는 hybridization 을 simulation 하기 위해서

는, 두개의 ssDNA 가 선택되었을 때 NN 모델을 이용하여 결합확률

을 계산한 것이 실험적으로 두개의 ssDNA 가 결합하는 것을 표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우리가 사용한 NN 모델에서는 

두개의 ssDNA 의 결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1-base 

mismatch 만을 사용하였는데, Aoi 등의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

는 것처럼 perfect match 와 1-base mismatch 의 경우에만 

hybridization/ligation 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base mismatch 를 고려한 모델이 실제 tube 상에서

의 hybridization 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Aoi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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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mismatch combination 을 위한 DNA 구조 

 

그림 8. mismatch combination 

mismatch 가 hybridization/ligation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Aoi 등은 그림 7, 8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sequence 를 설계

하여, mismatch 의 개수가 늘어날 때 ligation 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8% page gel 에서의 전기 영

동 결과를 보면, 그림 에서 보이는 것 처럼 최대 1-base mismatch

의 경우에만 성공적으로 hybridization/ligation 이 일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결과에서도 1-base mismacth 를 고려한 우리의 

simulation 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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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전기 영동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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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Collision 모델 

 

시험관 내부의 버퍼에서 부유하는 DNA 시퀀스의 분포와 운동을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브라운 운동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브라운 운동을 이용한 모델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계산량

의 증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안한 모델에서는 artificial 

chemistry에서 사용되는 리액터 모델의 적용을 통해서 추가적인 계

산량의 증가 없이 브라운 운동과 동일한 수준의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Artificial chemistry는 실제 화학반응에서 사용되는 각각

의 요소와 그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계산 모델의 

하나로 artificial chemistry에서는 이러한 자연 현상의 추상화를 통

해서 복잡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Dittrich et al., 2001]. 

artificial chemistry에서 제안하는 리액터 모델은 오브젝트의 집

합 S, 오브젝트들간의 충돌에 관해 정의하는 규칙의 집합 R, 그리고 

이러한 규칙들이 오브젝트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알고리

즘에 의해 정의되는 리액터 이렇게 3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

데 모든 오브젝트들은 리액터 내에 존재하고 그 내부에서만 모든 

반응들이 발생하기 된다 [Dittrich et al., 2001]. 

대부분의 DNA 컴퓨팅 알고리즘들은 미리 디자인된 DNA 시퀀스들

을 초기 입력으로 하여 이 시퀀스들이 시험관 내에서 서로 결합한 

결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찾아내기 때문에, 모든 입력이 초기에 주어

지고 이후에는 추가적인 입력이나 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모든 오브젝트들이 리액터 내에 존재하

고 그 내부에서만 모든 반응들이 발생한다는 리액터 모델에서의 가

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리액터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확률적인 분

자 충돌에 기반하여 각각의 시퀀스들이 균일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가정하에 충돌을 일으키는 시퀀스들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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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브라운 운동 모델의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계산 부담이 없이 브라운 운동과 동일한 신뢰도로 충돌이 일어나는 

시퀀스들을 선택할 수 있다. 리액터 모델에 기반하여 충돌이 일어나

는 시퀀스들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한 전체 시뮬레이션 모델의 구조

가 그림 10에 나타나 있다. 

 

 

부유하는 DNA 시퀀스가 다른 DNA 시퀀스와 충돌 

두개의 DNA 시퀀스가 충돌할 경우에  

 nearest neighbor model을 이용하여  

주어진 반응 온도에서의 결합 가능성을 계산 

계산된 결합 가능성에 기반하여  

확률적으로 dsDNA 생성 

새로 생성된 dsDNA를 새로운 입력으로 추가 

그림 10. DNA/DNA 연쇄 결합 반응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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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합 모델  

 

결합 모델에서는 1-base non Watson-Crick base pair 와 1-base 

dangling end 를 고려하여 모든 가능한 경우의 hybridization 

가능성을 계산하게 된다. hybridization 이 일어날 가능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melting temperatue(Tm)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nearest neighbor(NN) 모델이 사용되었다 

[SantLucia, 1998]. 

Tm 을 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인 NN 모델에서 사용된 열역학적 

데이터는 완전한 Watson-Crick 상보성을 지닌 결합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base mismatch 와 dangling 

ends 를 고려한 열역학적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상보적인 결합 

[SantaLucia, 1998]; GT mismatch [Allawi and SantaLucia, 1997]; 

GA mismatch [Allawi and SantaLucia, 1998a]; CT mismatch 

[Allawi and SantaLucia, 1998c]; AC mismatch [Allawi and 

SantaLucia, 1998b]; AA, CC, GG, and TT mismatch [Peyret et al., 

1999]; dangling ends (Bommarito et al., 2000). 

Tm 의 계산을 위해 사용된 공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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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Boltzmann’s constant (1.987 cal/(K mol))   

[CT] : total molar strand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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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cksk

kinitends SSSS     (3) 

 

이 때, Na+의 농도와 전체 시퀀스의 농도 CT 는 사용자가 실험 

조건에 따라서 입력을 하게 되고 °∆H 와 °∆S 의 값은 실제로 

DNA 를 이용한 실험에 의해서 구해진 값들을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하다. 

NN 모델에 의해서 Tm 이 계산된 후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반응 

온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확률이 계산되고, 이를 이용하여 결합 

여부가 결정이 된다. Tm 은 버퍼 내에 존재하는 dsDNA 의 절반이 

ssDNA 로 융해되는 온도이기 때문에 이 때의 ssDNA 와 

dsDNA 간의 평형 상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WCW ⋅⇔+       (4)  

 

이 때, W 와 C 는 서로 상보적인 시퀀스이기 때문에 시퀀스의 

전체 농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2][][ CWCWCT ⋅++=     (5)  

 

따라서 전체 시퀀스의 농도에서 dsDNA 가 차지하는 농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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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평형상수 Keq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
]][[
][

CW
CWKeq
⋅

=       (7)  

 

각각의 시퀀스의 초기 농도를 
0][W 와 

0][C 라 하면 반응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서 각각의 시퀀스 농도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기 

때문에, 

 

].[][][],[][][ 00 CWCCCWWW ⋅−=⋅−=   (8)  

 

이를 이용하여 평형상수 Keq 를 다시 정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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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 7, 9 를 이용하여 f 를 다시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
][][4121 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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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van't Hoff relationship 에 의해서 Keq 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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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가 0.5 일 때의 온도가 주어진 DNA 시퀀스의 Tm 이 되기 때문에 

위의 식을 통해 얻은 f 가 의미하는 것은 주어진 온도에서 두개의 

DNA 시퀀스가 결합할 확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f 의 값이 

구해지면 0 과 1 사이의 임의의 난수를 선택해서 그 값을 f 와 

비교함으로 해서 DNA 의 결합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모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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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실험 및 분석 

 

4.1 시퀀스 검사 

 

구현된 시뮬레이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제 DNA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서 

Traveling Salesman Problem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DNA 시퀀스를 이용하였다 [Lee et al., 2002]. 시퀀스는 표 1과 표 

2에 나온 것과 같다.  

 

 

 

 

Vertex sequence 

No. Sequence(5'→3') 

0 AGGCGAGTATGGGGTATATC 

1 CCTGTCAACATTGACGCTCA 

2 TTATGATTCCACTGGCGCTC 

3 ATCGTACTCATGGTCCCTAC 

4 CGCTCCATCCTTGATCGTTT 

5 CTTCGCTGCTGATAACCTCA 

6 GAGTTAGATGTCACGTCACG 

표 1. Vertex 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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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sequence 

Edge cost Sequence(3'→5') 

3 ATGATAGATATGTAGATTCC 

5 GGATGTGATATCGTTCTTGT 

7 GGATTAGCAGTGCCTCAGTT 

9 TGGCCACGAAGCCTTCCGTT 

11 GAGCTGGCTCCTCATCGCGC 

표 2. Weight Sequences 

문제 해결을 위해 미리 설계된 시퀀스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퀀

스들이 미리 예상했던 대로 정해진 위치에서만 붙는다는 결과가 나

왔고, 1-base mismatch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5개쌍 미만의 잘못된 

결합만이 발견되었다. 그러한 결합의 예는 다음과 같다.  

5 ’ -CATCTAACTCGGAATCTACATATCTATCATGATATACCCC-

3 ’ (노드 0에서 노드 6으로 가는 웨이트가 3인 에지)와 5 ’ -

GGATGGAGCGGGAATCTACATATCTATCATGTAGGGACCA-3 ’ (노

드 3에서 4로 가는 웨이트가 3인 에지)가 밑줄 친 부분에서 잘못된 

GT 결합을 포함한 채로 hybridization이 일어나고 있다. 즉, 5 ’ -

CATCT-3’ 와 3’-GTAGG-5’ 사이에서 GT mismatch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를 실제 실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전기영동 

사진이 그림 11에 나와 있다.  이미 예상하였던 것처럼 미리 계획

되지 않은 Hybridization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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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2     3    4    M   5    6    7    8    9

(B)(A)

1     2     3    4    M   5    6    7    8    91     2     3    4    M   5    6    7    8    9

(B)

 

그림 11. 20% polyacrylamide gel 에서의 전기영동 결과. (A)레인 M: 마커

(50bp 래더), 레인 1:노드 2 와 3 의 결합(각각 200pmoles), 레인 2: 노드 1 과 

3 의 결합, 레인 3:노드 3 과 웨이트 5 의 결합, 레인 4:노드 5 와 웨이트 7 의 

결합, 레인 5:노드 2 와 에지 13(노드 1 에서 3 으로 가는 웨이트가 7 인 에지)

의 결합, 레인 6:노드 4 와 에지 56(웨이트 3)의 결합, 레인 7:에지 12 와 에지

34(웨이트 3)의 결합, 레인 8:에지 23 과 에지 56(웨이트 3)의 결합, 레인 9:에

지 12(웨이트 3, ssDNA 200pmoles). (B)레인 1:노드 1(ssDNA 200pmoles), 레인 2:

노드 0 과 1 의 혼합(각각 200pmoles), 레인 3:노드 0 과 1 의 결합, 레인 5:노

드 3 과 4 의 결합, 레인 6:노드 5 와 6 의 결합, 레인 7:노드 0, 1, 2 의 결합, 레

인 8:노드 3, 4, 5, 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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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쇄 결합 반응 시뮬레이션 

 

연쇄 결합 반응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각각의 

시퀀스의 농도 변화의 관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그림 12와 같

이 두개의 노드와 에지를 가진 그래프를 사용하여서 일반적인 DNA 

컴퓨팅 에서의 실험 과정과 동일하게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았다. 

 

 

그림 12. 2 노드 그래프 

각각의 노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DNA 시퀀스의 길이는 

20mer이고, 각각 5 ‘ -AGGCGAGTATGGGGTATATC-3', 5'-

CCTGTCAACATTGACGCTCA-3' 의 조성으로 디자인 하였다. 두

개의 노드를 연결하는 에지는 각각의 노드 시퀀스와 상보적으로 디

자인되었다.  

  각각의 노드와 에지를 의미하는 20mer 길이의 ssDNA 네종류를 

초기 입력으로 사용하여 DNA의 연속적인 결합반응을 수행한 실험 

결과가 그림 13에 나와 있다. 연쇄 결합 반응이 예상대로 수행된다

는 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성되는 길이별 dsDNA의 개수 변화

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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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시간에 따른 길이별 시퀀스의 농도 변화 

20mer ssDNA는 초기 입력을 의미하고, 30mer dsDNA는 1개의 

노드와 1개의 에지의 결합, 40mer dsDNA는 2개의 노드와 1개의 

에지 또는 1개의 노드와 2개의 에지가 결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초기에는 입력받은 20mer ssDNA밖에는 관찰이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DNA의 연속적인 결합으로 인해서 20mer 

ssDNA의 개수가 줄어들고, 길이가 긴 dsDNA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0mer dsDNA의 개수 변화를 살펴 보면 초기에 꾸준하게 

그 수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횟수의 반복 이후에는 그 개수가 어느 

정도 일정 수량으로 수렴함을 알 수가 있다. 초기에 생성된 30mer 

dsDNA는 그 개수가 매우 작아 결합 반응에 참여할 확률이 낮기 때

문에 수량이 증가하지만, 점차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결합 반응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게 됨으로 인해 결국에는 새로이 생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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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er dsDNA와 더 긴 시퀀스의 생성을 위해서 소모되는 30mer 

dsDNA의 개수가 비슷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

하게 된다. 그래프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이런 현상은 다른 길이의 

dsDNA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초기 입력

만이 아니라 연쇄 결합과정 속에서 새로이 생성된 dsDNA 또한 연

속적으로 결합 반응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Adleman의 실험에서와 [Adleman, 1994] 같은 방식

으로 그림 11의 그래프에서 ‘0→1→0→1→0’의 경로가 해답을 의미

한다고 가정하고 해의 분포를 관찰해 보았다. Adleman 방식에 있어

서의 전제조건은 가능한 모든 후보해가 DNA 시퀀스에 의해서 생성

되었다는 가정이 성립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에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후보해들의 개수 변화를 관찰해 보았다. NP 문제에서 

변수의 개수가 커져감에 따라서 커져가는 탐색 공간의 크기는 막대

한 DNA의 개수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후보해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결정하는 것은 DNA 컴퓨팅 실험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일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한 실제 실험 과정의 

시뮬레이션은 DNA 컴퓨팅 실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어진 경로를 만족하는 후보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

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후보해로 생성된 dsDNA는 100mer의 

길이를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길이의 dsDNA가 최초

로 생성되고 난 후에 그 개수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확인해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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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시간의 흐름에 따른 후보해의 분포 

초기 입력으로는 앞의 실험과 동일한 조성의 시퀀스가 사용되었

다. 각각의 ssDNA의 개수는 4×105개 이고, 전체 population의 크

기는 1.6×106이다. Na+의 농도는 1 Mole, 각각의 시퀀스 농도는 

100 pmole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총 107번의 반복 수행을 통해 후

보해의 개수 변화를 관찰하였다. 2,600,000번 정도의 반복 이후에 

최초의 후보해가 발견되었고 이후에는 앞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그 

수가 매우 급격히 증가해서 일정 수량에 수렴한 이후에 증가가 둔

화되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DNA 컴퓨팅의 실제 실험 이전에 후

보해의 생성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

인 DNA 컴퓨팅 알고리즘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이러한 후보해 생성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얼

마나 많은 hybridization & ligation을 수행한 후에야 우리가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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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해들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시뮬레

이션을 통해서 후보해의 개수 변화를 관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 실험과 시뮬레이션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필

요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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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일반적으로 생화학적 시뮬레이션의 기본적인 모델은 크게 두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번째 방법은 분자 역학에 기반해

서 분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시뮬레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화학반응에서 이루어지는 동역학이나 화학적 평형 상

태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반응 등을 이용해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

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자 수준의 미시적인 관점이 아닌 여러 개의 분

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DNA 하나하나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뮬레

이션 하였다. 이를 위하여 single base mismatch와 dangling ends

를 허용하는 NN 모델을 이용하여 DNA간의 결합을 통해서 발생하

는 자유에너지를 계산하였고, 각각의 DNA간에 발생하는 충돌 빈도

를 계산하기 위해서 artificial chemistry에서 사용되는 동역학적인 

방법들을 이용하였다. 기존의 대부분의 모델들이 완전한 Watson-

Crick 상보성을 만족하는 시퀀스들만을 고려한 것과는 달리, 실제 

실험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single base mismatch와 dangling ends

등을 고려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의 강점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안된 모델에서는 단순히 두개의 DNA 시퀀스 간의 결합 

안정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퀀스들의 연속적인 결

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실험을 통해서 생성되는 최종 결과물들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잘못된 시퀀스 설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실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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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점들을 미리 발견하여 실제 실험 과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DNA 마이크로어레이에서 사용되는 프로브나 중합효소 

연쇄 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에서 사용되는 프라이머의 

효과적인 디자인에도 활용될 수가 있다.  

또한 본 모델은 DNA 컴퓨팅의 시뮬레이션에도 사용되어질 수 있

다. DNA 컴퓨팅은 DNA와 같은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분자들을 저

장매체로 사용하고 기존의 생화학 실험실에서 사용되던 기술들을 

이용하여 연산을 시도하고자 하는 새로운 계산 모델의 하나이다. 이

러한 DNA 컴퓨팅은 전통적인 실리콘 기반의 컴퓨터와는 달리 분자

의 물리화학적인 성질을 이용하여 연산을 시도하기 때문에 

[Adleman, 1994],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을 이용하여 충분히 시

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분자 알고리즘과 

DNA 시퀀스의 설계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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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ly biochemical reactions are known as very reliable 

mechanisms. But it’s very hard to predict the result of the lab 

experiment, because all protocols should be handled by human 

experts with care. Simulation of the lab experiments in the 

digital computer system can be beneficial to the biochemical 

researchers or molecular biologists. 

The previous works focus on DNA hybridization of the 

microarray and one DNA/DNA hybridization reac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DNA/DNA hybridization chain reaction 

prediction tool based on nearest neighbor parameters. We used 

the nearest neighbor model including single base mismatch and 

dangling ends and kinetics to calculate collision frequency. 

The proposed model can simulate not only hybridization with 

single base mismatch but also hybridization chain reaction. 

 

keywords: thermodynamic simulation, DNA hybridization,  

     DNA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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