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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Figure 1. HOMO-LUMO gap of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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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DNA 나노구조물을 설계 및 개발,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홀리데이 

연결(Holliday junction) 구조에 대한 물성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러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홀리데이 연결 구조 물성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아직까지도 홀리데이 구조에 대한 정확한 물성은 얻어지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6HB-DNT 모델을 분자동역학 기법을 이용하여 DNT 모델의 

물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한요소 모델링을 통해 홀리데이 연결의 

물성을 해석한다. 

 

1. 서론 

DNA(Deoxyribonucleic acid)는 디옥시리보오

스(Deoxyribose), 인산기(Phosphate), 그리고 염

기(base)로 구성된 사슬 형태 구조를 가지며, 

염기에는 아데닌(Adenine, A), 구아닌(Guanine, 

G), 타이민(Thymine, T), 사이토신(Cytosine, C) 

네 종류가 존재한다. 각 염기는 수소결합으로 

인한 염기상보성 규칙에 따라 아데닌과 타이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염기쌍을 이루며, 이러한 

DNA의 특성은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나노재

료라는 점에서 DNA의 많은 잠재력을 보여준

다. N.C. Seeman은 1982년 구체적인 염기서열

을 이용하여 자가조립을 통한 DNA 나노구조

물을 만드는 기본적인 이론체계를 설립한 이후 

[1] DNA 나노테크놀로지 분야는 급격히 발전

하고 있다. [2]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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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DNA 나노구조물을 설계 및 해석하기 위해

서는 홀리데이 연결의 물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홀리데이 연결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석 및 모델링 기법

이 많지 않으며, 물성 또한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6 나선 번들의 DNA 나노

튜브(6HB-DNT)를 설계하고, 이를 구성하는 홀

리데이 연결에 대한 물성을, 분자동역학 시뮬

레이션과 유한요소 모델링을 이용하여 분석한

다. 멀티스케일 해석은 실험으로 접근하기 쉽

지 않은 분야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3] DNA 

나노구조물 및 홀리데이 연결에 대해서는 직관

적인 분석이 쉽지 않으며, 따라서 이번 연구에

서는 단순히 유한요소 해석이 아닌 멀티스케일 

해석을 실시한다.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이

용하여 모델의 기본적인 물성을 계산하고, 구

조물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링을 통해 홀리데이 

연결에 대한 물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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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 방법 

이 장에서는 6HB-DNT 모델을 설명하고, 분

자동역학 시뮬레이션 및 유한요소 기반 모델링 

해석 방법을 소개한다.  

2.1 DNT 모델 

이번 연구에 이용한 6HB-DNT 모델은 스캐

폴드(scaffold) DNA 6개와 스테이플(staple) 

DNA 2개로 구성되며, 63-염기쌍(bp)의 길이를 

가진다. 또한 스캐폴드 DNA에 대한 염기서열

은 M13mp18을 따른다. [4] 6HB-DNT 모델 설

계는 캐드나노(cadnano)[5]를 이용했으며, 원자

모형은 VMD[6], 리본모형은 Chimera[7]를 통

해 시각화했다. (Figure 2, Figure 3) 

 

 

Figure 2. 6HB-DNT 캐드나노 다이어그램 

 

Figure 3. 6HB-DNT 원자모형과 리본모형 (a. 

원자모형 단면, b. 원자모형 측면, c. 리본 모형) 

2.2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2.2.1. 시뮬레이션 방법 

DNT에 대한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의 경우 

NAMD[8]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Preprocessing, 

Minimization, Thermal, Equilibrium 총 4가지 

단계에 걸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1) Preprocessing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의 경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평형 상태로 도달하

기 위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Preprocessing 시

뮬레이션으로 ENRG 기법을 이용한다. [9] 수용

액 상태가 아닌 진공상태에서 추가 결합을 삽

입하여 평형상태에 근접한 모델을 초기모델로 

설정하는 단계이다. Preprocessing 시뮬레이션

의 경우 43.2 ps 계산하였으며, 이후 수용액을 

집어넣었다. 실제 실험과 비슷한 조건을 맞추

기 위해 6HB-DNT 모델을 둘러싸는 수용액 박

스의 크기는 15 Å으로 설정했으며, MgCl₂ 0.02 

M을 첨가하였다. 

2) Minimization 

모델이 안정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최소화

하는 단계이다. 20 ps 계산하였으며, 에너지가 

약 −1.27 × 106 kcal/mol로 수렴하였다. 

3) Thermal 

온도를 설정하는 단계로, 이번 시뮬레이션의 

경우 300 K으로 설정하였다. 0.2 ns 계산하였고, 

온도 및 에너지가 수렴하였다. 

4) Equilibrium 

NPT 앙상블에서 5 ns를 계산하였으며, 

RMSD가 약 20 Å으로 수렴하였다. 

 

2.2.2. DNT 물성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및 통계역학 기법을 

사용하여 6HB-DNT의 축 강성(Axial rigidity)과 

지속길이(Persistence length), 휨 강성(Bending 

stiffness)을 계산한다. 

축 강성(EA)은 외곽길이(contour length) 분

포의 평균(μ), 표준편차(σ)와 식 (1)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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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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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10] 따라서 모델의 외곽길이 분포에 

대한 가우시안 피팅을 통해 얻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6HB-DNT의 축 강성을 계산

한다. 

 𝐄𝐄𝐄𝐄 = 𝒌𝒌𝑩𝑩𝑻𝑻
𝝈𝝈𝟐𝟐 𝝁𝝁 (1) 

지속길이(P)는 평형상태에서 식 (2)와 같이 

정의되며, 이때 θ는 폴리머의 초기 벡터와 끝 

벡터 사이의 각도를 의미한다. [11] 또한 휨 강

성(EI)과 지속길이는 식 (3)와 같은 관계를 가

진다. [12] 

 < 𝐜𝐜𝐜𝐜𝐜𝐜(𝛉𝛉) >= 𝐞𝐞𝐞𝐞𝐞𝐞(− 𝝁𝝁
𝑷𝑷) (2) 

 𝐄𝐄𝐄𝐄 = 𝐏𝐏 × 𝒌𝒌𝑩𝑩𝑻𝑻 (3)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모델에 대한 지속길이와 

휨 강성을 계산한다. 

2.3 유한요소 모델링 

6HB-DNT 모델은 6개의 이중나선 DNA와 

단일가닥 홀리데이 연결 4개, 이중가닥 홀리데

이 연결 16개로 구성되며, 각 구성 모델은 원

형 빔으로 가정하였다. 노드(node) 378개, 엘리

먼트(element) 372개로 모델을 구성했으며, 

DNA 가닥과 홀리데이 연결의 물성은 다르게 

지정한다. (Figure 4) DNA의 경우 여러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Table 1과 같은 물성을 가

진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13] 

 

 

Figure 4. 6HB-DNT 유한요소 모델링 

 물성치 단위 

축 강성(EA) 1100±200 pN 

휨 강성(EI) 230±20 pNnm² 

꼬임 강성(GJ) 460±20 pNnm² 

푸아송비(ν) -0.5  

Table 1. DNA 물성 

반지름(r) 영률(E) 

0.9145 nm 418.6467 pN/nm² 

Table 2. DNA 원형 빔 모델 물성 

DNA를 원형 빔으로 가정하면, 식 (4)와 식 (5)

의 관계를 만족하므로, 이를 통해 DNA의 반지

름(r)과 영률(Young’s modulus, E)을 계산할 수 

있다. (Table 2) 

 𝐄𝐄 = 𝛑𝛑𝒓𝒓𝟐𝟐 (4) 

 𝐄𝐄 = 𝟏𝟏
𝟒𝟒𝝅𝝅𝒓𝒓

𝟒𝟒 (5) 

홀리데이 연결을 나타내는 원형 빔의 반지

름은 DNA 뉴클레오타이드(nucleotide) 간격이 

약 0.34 nm임을 고려하여 0.15 nm로 지정된다. 

DNA 물성을 바탕으로 홀리데이 연결에 대한 

축 강성과 휨 강성을 대입한 후, 6HB-DNT 모

델에 수평하중과 수직하중을 가하여 변위를 계

산한다. 이때 모델의 한쪽 끝은 고정한 채, 반

대쪽 끝을 구성하는 노드에 하중이 가해진다. 

하중의 크기는 모두 변형이 크지 않음을 고려

하여, 1 pN으로 제한한다. DNT 모델을 하나의 

빔으로 가정하면, 축 강성과 휨 강성은 식 (6)

과 식 (7)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14] 

 𝐄𝐄𝐄𝐄 = 𝑭𝑭𝑭𝑭
∆𝑭𝑭 (6) 

 𝐄𝐄𝐄𝐄 = 𝑭𝑭𝑭𝑭𝟑𝟑
𝟑𝟑𝒚𝒚𝒎𝒎𝒎𝒎𝒎𝒎

 (7) 

이렇게 유한요소 모델링을 통해 얻은 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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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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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10] 따라서 모델의 외곽길이 분포에 

대한 가우시안 피팅을 통해 얻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6HB-DNT의 축 강성을 계산

한다. 

 𝐄𝐄𝐄𝐄 = 𝒌𝒌𝑩𝑩𝑻𝑻
𝝈𝝈𝟐𝟐 𝝁𝝁 (1) 

지속길이(P)는 평형상태에서 식 (2)와 같이 

정의되며, 이때 θ는 폴리머의 초기 벡터와 끝 

벡터 사이의 각도를 의미한다. [11] 또한 휨 강

성(EI)과 지속길이는 식 (3)와 같은 관계를 가

진다. [12] 

 < 𝐜𝐜𝐜𝐜𝐜𝐜(𝛉𝛉) >= 𝐞𝐞𝐞𝐞𝐞𝐞(− 𝝁𝝁
𝑷𝑷) (2) 

 𝐄𝐄𝐄𝐄 = 𝐏𝐏 × 𝒌𝒌𝑩𝑩𝑻𝑻 (3)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모델에 대한 지속길이와 

휨 강성을 계산한다. 

2.3 유한요소 모델링 

6HB-DNT 모델은 6개의 이중나선 DNA와 

단일가닥 홀리데이 연결 4개, 이중가닥 홀리데

이 연결 16개로 구성되며, 각 구성 모델은 원

형 빔으로 가정하였다. 노드(node) 378개, 엘리

먼트(element) 372개로 모델을 구성했으며, 

DNA 가닥과 홀리데이 연결의 물성은 다르게 

지정한다. (Figure 4) DNA의 경우 여러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Table 1과 같은 물성을 가

진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13] 

 

 

Figure 4. 6HB-DNT 유한요소 모델링 

 물성치 단위 

축 강성(EA) 1100±200 pN 

휨 강성(EI) 230±20 pNnm² 

꼬임 강성(GJ) 460±20 pNnm² 

푸아송비(ν) -0.5  

Table 1. DNA 물성 

반지름(r) 영률(E) 

0.9145 nm 418.6467 pN/nm² 

Table 2. DNA 원형 빔 모델 물성 

DNA를 원형 빔으로 가정하면, 식 (4)와 식 (5)

의 관계를 만족하므로, 이를 통해 DNA의 반지

름(r)과 영률(Young’s modulus, E)을 계산할 수 

있다. (Table 2) 

 𝐄𝐄 = 𝛑𝛑𝒓𝒓𝟐𝟐 (4) 

 𝐄𝐄 = 𝟏𝟏
𝟒𝟒𝝅𝝅𝒓𝒓

𝟒𝟒 (5) 

홀리데이 연결을 나타내는 원형 빔의 반지

름은 DNA 뉴클레오타이드(nucleotide) 간격이 

약 0.34 nm임을 고려하여 0.15 nm로 지정된다. 

DNA 물성을 바탕으로 홀리데이 연결에 대한 

축 강성과 휨 강성을 대입한 후, 6HB-DNT 모

델에 수평하중과 수직하중을 가하여 변위를 계

산한다. 이때 모델의 한쪽 끝은 고정한 채, 반

대쪽 끝을 구성하는 노드에 하중이 가해진다. 

하중의 크기는 모두 변형이 크지 않음을 고려

하여, 1 pN으로 제한한다. DNT 모델을 하나의 

빔으로 가정하면, 축 강성과 휨 강성은 식 (6)

과 식 (7)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14] 

 𝐄𝐄𝐄𝐄 = 𝑭𝑭𝑭𝑭
∆𝑭𝑭 (6) 

 𝐄𝐄𝐄𝐄 = 𝑭𝑭𝑭𝑭𝟑𝟑
𝟑𝟑𝒚𝒚𝒎𝒎𝒎𝒎𝒎𝒎

 (7) 

이렇게 유한요소 모델링을 통해 얻은 물성과 

제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에서 구한 물성을 비교

함으로써 홀리데이 연결에 대한 물성을 해석한

다. 

 

3. 결과 분석 

이 장에서는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6HB-DNT 물성과 유한요소 모델링을 통

해 얻은 홀리데이 연결 물성을 소개한다. 

3.1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의 평형상태에 대한

6HB-DNT의 외곽길이 분포는 식 (8)의 가우시

안 분포(μ=159.083, σ=0.611)를 따르며, (Figure 

5) 이때 R²의 값은 0.9126을 만족한다. 

 

𝐲𝐲
= 𝟎𝟎. 𝟔𝟔𝟔𝟔𝟔𝟔

× 𝐞𝐞𝐞𝐞𝐞𝐞(−(𝐞𝐞 − 𝟏𝟏𝟏𝟏𝟏𝟏. 𝟎𝟎𝟎𝟎𝟎𝟎
𝟎𝟎. 𝟎𝟎𝟔𝟔𝟎𝟎 )

𝟐𝟐
) 

(8) 

따라서 DNT의 축 강성 값은 식 (1)을 통해 

1.67 × 104 PN의 값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식 (2)에서 <cos(θ)>는 0.9911을 만족

하며, 이를 통해 지속길이와 휨 강성은 각각 

1.77 × 103  nm, 6.96 × 103  pNnm²의 값을 가

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 외곽길이 분포와 가우시안 피팅 

3.2 홀리데이 연결 물성 

우선 홀리데이 연결의 축 강성 값을 변화시

키며 DNT 축 강성을 계산하였지만, 홀리데이 

연결의 축 강성과는 상관없이 DNT 축 강성은 

6.66 × 103 pN의 값을 가진다. (Figure 6) 이는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값, 1.67 ×
104 pN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 

대신 수직하중으로 인한 벤딩에 대해서는 

홀리데이 연결의 휨 강성에 따라 변화를 보인

다. DNT 휨 강성이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6.96 × 103  pNnm²의 값을 갖도록 

하기 위한 홀리데이 연결의 휨 강성은 12.5 

pNnm²임을 확인하였다. (Figure 7,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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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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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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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모델 EA vs. 홀리데이 연결 EA 

 

Figure 7. 모델 EI vs. 홀리데이 연결 EI 

축 강성(EA) 휨 강성(EI) 

2.22 × 103 pN 12.5 pNnm² 

Table 3. 홀리데이 연결 물성 

홀리데이 연결의 축 강성은 홀리데이 연결 

모형 또한 원형 빔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식 (4)

와 식 (5)를 이용하여 역으로 계산할 수 있으

며, 2.22 × 103 pN의 값을 얻는다. (Table 3) 

 

4. 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홀리데이 연결의 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6HB-DNT 모델을 만들고, 분

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조물의 축 강성

과 휨 강성을 계산했다. 이후 모델에 대해 여

러 가정과 유한요소 모델링을 하고, 수평하중

과 수직하중을 주어 인장 및 벤딩 시뮬레이션

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얻은 구조물의 물성이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얻은 물성

과 일치하도록, 홀리데이 연결의 물성을 변화

시킴으로써 홀리데이 연결에 대한 물성을 해석

했다. 

비록 유한요소 모델링은 시간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과 비교할 때 

큰 강점이 있지만, 더불어 정확성이 낮다는 단

점을 갖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모델링을 하

는 과정에서 하는 가정이 실제 모델과 맞지 않

기 때문이다. 이번 유한요소 모델링 인장 시뮬

레이션의 경우, 홀리데이 연결의 축 강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결

과적으로 홀리데이 연결의 축 강성은 벤딩 시

뮬레이션에서 역추적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

져왔다. 이는 홀리데이 연결이 DNA와 수직하

게 놓여있다는 가정 아래 모델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홀리데이 연결이 축 방향에는 크게 영

향을 주지 않아 발생하는 한계로 해석된다. 실

제 DNA 구조물의 홀리데이 연결은 홀리데이 

연결 방식 및 종류에 따라서 각도가 변한다. 

이는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유한요소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DNA 및 홀리데이 연결

에 대한 원형 빔 가정 또한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는 EDISON 프

로그램 및 유한요소 모델링과 분자동역학 시뮬

레이션을 결합하여 생체재료에 적용하고, 더불

어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은 홀리데이 

연결 물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

진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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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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