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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DNA와 같은 생체 분자를 이용한 정보 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기술의 발전은 분자 수준에서의 생화학적 정보 처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진단 목적의 유전자 발현 

정보 처리와 같은 생물학 목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체 분자 정보 처

리 기술은 기존의 전자식 컴퓨터와 달리 생체 분자로 표현된 정보를 분자 수준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정보 변환 과정에서의 손실을 줄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Deoxyribozyme은 DNA이면

서도 마치 효소와 같은 특성을 가지며 특정 서열의 DNA나 RNA 분자를 자르거나 이어 붙이는 기능을 가

지고 있는 DNA 분자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deoxyribozyme을 이용하여 분자 정보 처리의 기본 소자 

역할이 가능한 자가복제 deoxyribozyme의 개념적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 분자를 검출하

는데 사용 가능한 분자 센서를 디자인한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가복제 deoxyribozyme의 복제 

반응과 센서로서의 기능을 보여준다. 

 

1. 서  론 

 
분자 컴퓨팅 (molecular computing)은 자연계의 현상을 이

용하여 새로운 정보 처리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하는 자

연 컴퓨팅 (natural computing)의 한 분야로서, DNA나 
RNA와 같은 생체 분자를 이용하여 정보를 표현하고 처

리한다. 최근 이러한 생체 분자에 기반한 정보 처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DNA나 
RNA는 인간의 유전정보를 구성하는 물질로서, 그 분자

들간의 상보성에 따른 특이적인 결합과 혼성화라는 특

징, 그리고 A, T, G, C로 구성되는 염기 서열의 조합론적 
다양성은 정보 표현 매체로서 활용 가능한 중요한 특징

들이다[1]. 
DNA 분자들 간의 혼성화 반응은 분자 컴퓨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연산이라 할 수 있는데 초기의 분자 알

고리즘은 주로 이러한 선형적 DNA간의 단순한 혼성화

와 효소를 이용한 연결(ligation)과 자르기(restriction)에 
사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형 DNA만을 이용한 분자 
알고리즘은 복잡한 계산 문제에 적용되기에는 아직 한

계가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은 단순한 선형 DNA를 넘

어서 DNA 타일이나 3차원 구조를 이용한 새로운 계산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2][3][4]. 또한 DNA간의 병렬적인 
상호작용에 착안하여 분자 패턴의 분석 기술로서의 새

로운 연산자의 개발이나 분자 학습 방법 또한 새롭게 
연구되고 있다[5][6][7]. 
Deoxyribozyme 또한 분자 컴퓨팅에 사용되는 물질 가운

데 하나인데, deoxyribozyme이란 일반적인 DNA 분자이면

서도 특정한 염기서열로 이루어져 마치 효소처럼 특정 
DNA나 RNA의 연결이나 자르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분자를 말한다[8]. 이러한 deoxyribozyme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Boolean 논리 게이트를 만들거나 이들

을 연결하여 더 복잡한 논리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Boolean 논리 회로를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했다[9][10]. 
Deoxyribozyme의 효소와 같은 특성은 기존 분자 컴퓨팅 
기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연산자, 혹은 신호처리 방법

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deoxyribozyme을 이용하여 자가복제가 가능한 반응 시스

템을 디자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목표 분자를 검출하는 
센서를 제안한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가복제 
반응에서의 각 요소들의 변화를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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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다음 절에서는 자

가복제 기능을 가진 deoxyribozyme의 개념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염기 서열의 디자인 방법을 기술하며, 3절에서

는 이 자가복제 deoxyribozyme을 이용하여 소량의 목표 
DNA를 검출 가능한 센서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리고 4
절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5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자가복제 Deoxyribozyme 

 
DNA 가운데 특정한 염기 서열을 가진 분자의 경우 마

치 효소처럼 다른 DNA를 연결하거나 자르는 기능을 수

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DNA를 deoxyribozyme이라고 
한다(그림 3). 마찬가지로 RNA이면서 이러한 효소와 같

은 성질을 같은 분자를 ribozyme이라고 부른다. 기존 분

자 컴퓨팅에서 연산 기법으로 사용되었던 효소반응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에 의해 변성이 일어나 그 
효율이 점차 떨어졌던 단점이 있는 반면, deoxyribozyme
이나 ribozyme의 경우 정보를 표현하고 있는 매체와 동

등한 물질로서 더 다양한 연산을 수행 가능하다. 한편 
deoxyribozyme은 DNA로 분자로서 RNA보다 더 안정적

인 상태에 존재하며 자연적인 소멸에 대해 더 강한 성

질을 갖기 때문에 분자 정보 처리를 위한 매체로서 뛰

어난 후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deoxyribozyme을 정보처리 소자로서 이용하기 위

한 시도로서 알로스터릭한(allosteric)한 특성을 첨가하여 
특정 입력 DNA 분자가 존재 여부에 따라 효소 특성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 Boolean 논리 게이트와 논리 회로가 
개발된 바 있다[9][10]. 뿐만 아니라, 효소 특성을 이용하

여 다양한 반응 시스템이 개발된 바 있는데, 연결 기능

을 기반으로 하여 상호 복제가 가능한 deoxyribozyme과 
ribozyme, 그리고 자가 복제가 가능한 ribozyme을 그 예

로 들 수 있다[11][12][13].  
본 논문에서는 목표 분자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여 목표 
인식 도메인을 적절히 디자인 함으로서 자가 복제가 가

능한 deoxyribozyme을 설계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 
시스템에서 deoxyribozyme은 활성(active) 상태인 DA와 
비활성(inactive) 상태인 DI 두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다. 
DA와 DI는 공통적으로 촉매 효과를 발휘하는 촉매핵

(catalytic core) c 도메인과 목표 DNA를 인지하는 인지 
도메인 r1, r2로 이루어져 있고 동일한 염기서열로 구성되

어있으며, DA의 경우 선형 구조로서 자르기 성질이 활성

화 되어있는 반면 DI의 경우 양 끝이 서로 연결된 고리 
구조로서 자르기 성질이 억제된 상태이다 (그림 1). 여

기에서 목표 인지 도메인인 r1과 r2를 자가-상보적으로 
(self-complementary) 디자인 할 경우 그림 2에서 볼 수 

 

 

그림 1. 자가 복제 가능 deoxyribozyme. DA는 자르기 

성질이 활성화 되어있는 선형 deoxyribozyme이고 DI는 

비활성화 되어있는 고리모양. r1과 r2가 각각 자신과 상보

적이 되도록 디자인 한다. 

 

 

그림 2. 자가복제 사이클. DA와 DI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DA가 DI의 고리를 끊어 DA로 활성화시키는 사이클이 반

복된다. 

 

 
그림 3. Deoxyribozyme의 예. 다른 DNA분자를 자르는 기능을 하는 deoxyribozyme, 10-23과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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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와 같이 DA는 DI에 결합하여 연결된 고리를 잘

라내어 활성화된 상태로 만들도록 할 수 있다. 다음은 
자가-상보적인 염기 서열의 예를 보여준다. 
 

5’ – AAGCTAGCTT – 3’ 
3’ – TTCGATCGAA – 5’ 

 
3. 센서 디자인 

 
앞서 기술한 자가복제 사이클은 비활성 상태의 DI만 존

재할 경우 반응이 시작되지 시작될 수 없고, DI를 활성

화 시킬 수 있는 deoxyribozyme (DA를 포함하여)이 소량

이라도 존재할 경우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으며 점차 
가속화 되어 DI가 모두 활성화 될 때까지 진행된다. 이

러한 반응은 일종의 신호 증폭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목표 분자를 인지함으로써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는 요

소를 첨가하면 소량의 목표 분자도 검출해 낼 수 있는 
센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목표 분자와 결합함으로써 활성화 되는 센

서 deoxyribozyme DS를 도입한다. DS는 [9]와 [10]에서도 
사용된 바 있는 알로스터릭 deoxyribozyme으로서 그림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소에는 목표 분자 인지 도메인 
중 하나가 가지-고리 구조 (stem-loop structure)를 형성 함

으로써 자르기 성질이 억제되어 있다. 이 가지-고리 구

조에서 고리 부분의 염기 서열은 검출하고자 하는 T의 
염기 서열과 상보적인 서열로서, T가 존재하지 않을 경

우 가지-고리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DS가 DI에 결합할 수

가 없다. 만일 소량의 T라도 존재한다면 이 고리 부분 
결합하여 가지 부분이 열리게 되고 DS가 DI에 결합하기 
위한 인지 도메인이 활성화 되어 자르기 성질이 활성화

되며, 결과적으로 자가복제 사이클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센서 시스템은 크게 목표 분자를 검출하기 위한 

부분과 신호 증폭을 위한 자가복제 사이클로 나누어서 
생각할 있으며, 중요한 것은 목표 분자의 검출부분과 신

호 증폭 부분의 디자인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4에서 보여주는 것은 목표 분자가 DNA나 
RNA와 같은 핵산 (nucleic acid) 분자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지만, 목표 분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단백질을 검출

하기 위해 압타머[14] 도메인을 고리부분에 적용할 수 
있듯이 알로스터릭한 deoxyribozyme을 제작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4. 시뮬레이션 및 고찰 

 
여기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앞서 제안한 
자가복제 사이클 반응에서 각 분자들의 양적 변화를 관

찰하고 검증한다. 자가복제 사이클은 다음과 같은 반응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2

1
I A I A AD D D D 2Dk k

k

+

−
⎯⎯→+ ⎯⎯→←⎯⎯  (1) 

 
k1

+, k1
-, k2는 각 반응들의 속도 상수이다. 또한 DI와 DA

간의 결합은 상보성에 따른 결합으로서 k1
+ >> k1

-을 가정

할 수 있다. 그리고 반응에서 어떤 분자 X의 농도를 [X]
라 할 때 이 복제 반응은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I A
1 I A 1 I A 2 I A

A
1 I A 2 I A 1 I A

I
1 I A 1 I A

[D D ] [D ][D ] [D D ] [D D ],

[D ] [D D ] 2 [D D ] [D ][D ],

[D ] [D D ] [D ][D ].

d k k k
dt

d k k k
dt

d k k
dt

+ −

− +

− +

= − −

= + −

= −

 (2) 

 

그림 4. 자가복제 deoxyribozyme을 이용한 센서 디자인. 

앞서 디자인한 자가복제 사이클을 신호 증폭을 위한 소

자로 사용하고, 여기에 목표 분자 T를 알로스터릭 요소 

(allosteric factor)로 가지는 센서 deoxyribozyme DS를 

추가한다. DS는 초기에 비활성화된 상태로 존재하다가 T

와 결합하여 활성 상태로 전환되고 DI를 DA로 변화시키

는 사이클을 시작한다. 

 

 

그림 5. Deoxyribozyme의 자가복제 반응에서의 양적 변

화 그래프. 반응 초기 소량의 DA와 다량의 DI가 존재하지

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둘이 결합하여 DIDA를 형성하고 

다시 DA로 변환 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결국 모든 분자가 

DA로 전환된다. (파라미터 값: k1
+=1, k1

-=0.01, k2=1, 

c=10, a=0.1) 

 

DST

DST

Inactive

Active
Amplification loop

2 4 6 8 10

2

4

6

8

10

[DI] [DA]

[DIDA]

시간

양

2008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 35, No. 2(A)

2008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 35, No. 2(B)

2008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 35, No. 2(C)

2008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 35, No. 2(D)



 
DI는 DA에 의해서 DA로 변환되고 손실이 없다고 가정했

을 때, DI, DA, DIDA의 전체 양은 항상 보존된다. 그리고 
반응의 시작 시점에 다량의 DI와 소량의 DA만이 존재하

고 둘의 결합체인 DIDA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량 보존 식과 초기 조건을 설정

할 수 있다. 
 

I A I A

A 0 I A 0

[D ] [D ] 2[D 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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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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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식 (2)를 풀어 
얻어낸 결과로서, 자가복제 반응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

라 각 분자들의 양이 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초기에 
소량으로 존재하는 DA가 다량으로 존재하는 DI와 결합

하여 중간 생성물인 DADI를 만들어내고 DI를 DA로 전환 
시킨 다음 다시 DI에 결합하는 사이클이 반복되어 결국 
모든 분자들이 DA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다. 만일 반

응의 시작시점에 DA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DA]0=0) 
이러한 자가복제 사이클이 일어나지 않고 시스템은 초

기와 같이 DI만 존재하는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목표 분자를 인지함으로써 활성

을 갖게 되는 알로스터릭 deoxyribozyme을 첨가함으로써 
소량의 목표도 검출해 낼 수 있는 센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자가복제가 가능한 deoxyribozyme을 
디자인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목표 
분자를 검출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센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러한 자가복제 사

이클에서 각 요소 분자들의 양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

러한 자가복제 deoxyribozyme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목표 
인지 도메인의 디자인은 중요한 문제이다. 자가상보적인 
염기서열을 디자인하되 deoxyribozyme의 활성을 저해하

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염기 서열 디

자인 툴이 개발 중이다. 그리고 바이오-랩 실험을 통해 
실제 시험관 내에서의 구현을 통한 검증 또한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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