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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단백질은 크게 구형 단백질과 섬유 형태를 이루는 

단백질로 나눌 수 있으며, 후자에 속하는 단백질을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 부른다. 아밀로이드 단백질 

중의 하나인 프리온 단백질은 그 구조가 스스로 성

장하며, 중간에 파괴되어 조각나면 그 조각들이 자

기 재생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프리온 단백질은 강

한 수소 결합으로 인하여 고온에서도 파괴되지 않

으며 매우 안정하다. 

 알츠하이머, 당뇨병, 파킨슨질병 등과 같은 질병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데, 변형 프리온 단백질

(misfolded PrPsc prion)이 장기들을 오염시키게 되

면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스스로 자기 재생하여 정

상적인 세포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정상

적인 기능을 하는 프리온(PrP)단백질까지 오염시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계속하여 침착된다. 정상적인 

단백질은 생성과 분해의 비율이 같다. 그러나 프리

온 단백질은 기계적으로 안정하므로 쉽게 분해되지 

않으며, 자기 재생능력으로 더 빠르게 침착된다. 정

상적인 단백질은 변형 프리온에 의해 계속하여 대

체되고 결국 장기들이 제 기능을 잃게 된다.[1] 

 이러한 특징 외에도,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뛰어난 

기계적인 물성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구조를 연구

하고 기계적 물성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새로운 재

료의 개발이나 신약개발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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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다. 단백질의 기계적 강성을 실험을 통하

여 얻기에는 단백질이 열이나 온도의 영향으로 인

하여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일

정한 실험조건과 시료조건을 얻기가 힘들다. 또한 

단백질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 하므로 단백질 

시뮬레이션 기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분자 동역학(MD)기법은 모든 단백질 분자들을 

모델링한 뒤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기법이

다. 이러한 MD기법은 모든 단백질 분자들을 모델링 

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백질의 기계적 물성에 실

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alpha-carbon을 추출하여 

HET-s(218-289) 단백질의 beta sheet 구조를 활

용하여 fibril을 구성하고, 탄성 네트워크 모델링

(Elastic network model)을 구성하여 정규 모드 해

석(Normal Mode Analysis)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모드에 따른 단백질 구조의 변화를 확인하

고 natural frequency를 분석했다.[2] 

2. Materials and methods 

2.1 HET-s(218-289)prion protein 
인간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은 변형 프리온 

단백질(PrPsc)이지만, 3차원 구조가 미확인 상태이

므로 유사한 구조와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균

사 단백질인 HET-s(218-289)의 3차원 구조를 활

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HET-s prion protein의 

PDB ID Code는 2RNM이고 79개의 아미노산 배열

로 이루어져 있으며, layer당 2개의 beta-strand를 

가지는데 그 beta-strand의 구조가 각각 다르다. 

HET-s prion protein은 monomer 간의 간격이 

4.7Å이며, monomer당 1.8°씩의 회전각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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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lastic Network Model(ENM) 

단백질은 구조의 복잡성에 비해서 기계적 물성에 

영향을 끼치는 원자는 극히 소수이다. 따라서 단백

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자를 고려하지 않고 움

직임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는 원자인 alpha-

carbon구조를 추출하여 강성행렬을 만들어낸다. 구

체는 탄소이며, 탄소 사이를 연결하는 수소 결합은 

linear spring으로 표현하였다. 분석에는 탄소 원자

의 질량인 12.01g/mol과 수소결합의 결합력인 100
2/kcal mol Å  값이 사용된다. 강성행렬을 만들때 사

용하는 기법은 Gaussian Network Model(GNM), 

Anisotropic Network Model(ANM)이 있다. GNM

으로는 scalar값만을 알 수 있지만, ANM으로는 3

축 방향 각각으로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2.3 Normal Mode Analysis(NMA) 

일정한 자유도를 가지고 스프링으로 연결된 임의

의 구조물은 가해지는 외력과 무관하게 구조물의 

stiffness와 mass만으로 표현되는 고유한 수치를 

갖고 있다. 이 고유한 수치를 알아내는 분석을 

Normal Mode Analysis(NMA)라고 한다. 아밀로이

드와 같은 거대 단백질의 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어지는 기법이며, NMA를 통해 구조물

의 고유진동수와 mode shape을 구할 수 있다. 

 

2.4 Beam Model 

섬유형태의 단백질은 단면적에 비해 길이가 매우 

길기 때문에 그 형태를 slender beam model로 모

델링하여 물성치를 구할 수 있다. 사용하는 모델로

는 연속체 빔 모델인 Euler-Bernoulli Beam model

과 Timoshenko Beam Model이 있다. 

 

3. 결  과 

HET-s(218-289)prion protein 구조에서 alpha 

carbon의 좌표를 추출하고 탄성 네트워크 모델

(ENM)을 기반으로 fibrilar axis를 따라 구조를 3배 

신장하여 섬유형태를 이루는 모델을 구성한다. 이렇

게 구성된 모델에 대한 정규모드해석(NMA)을 통하

여 고유진동수와 mode 형상을 구했다. 굽힘의 1차

모드는 7,8,10번 모드에서 나타났고, 비틀림의 1차

모드는 9번, 팽창의 1차모드는 17번 모드에서 나타

났다. 10번과 17번 사이에는 굽힘과 비틀림의 

second mode들이 있었다. 

각각의 mode에 대하여 고유진동수를 비교한 결

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다른 종

류의 단백질에 대한 해석결과를 비교했다는 한계점

으로 인해 팽창 모드에 대한 고유진동수는 크게 차

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ode 형상을 통해 알아낸 데이터와 기존 논문을 

참고하여 원래 beam cross-section이 삼각형 형상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정규모드해석(NMA)을 통하여 5개의 

primary mode와 mode index, natural frequency를 

얻었다. 특이 사항으로는 굽힘 모드가 3개인 것인데 

이는 beam의 단면이 삼각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백질의 fibrilar axis를 

중심으로 섬유 단백질 ENM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

법을 확립함으로써, 향후 HET-s(218-289)prion 

protein의 length-dependent한 기계적 물성 평가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a) (b) (c)  

(d)   (e)  

그림 1. 굽힘모드(a,b,c), 비틀림모드(d), 팽창모드(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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