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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용매 특성에 따른 인지질 내 글리세롤 골격 구조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1,2-dioleoyl-sn-glycero-3-

phosphocholine (DOPC) 단분자에 대한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용매 특성을 변화시켜가며 진행하였다. DOPC 골격구조는 인

지질 내 글리세롤 C1-C2 결합의 비틀림각에 따라 A(θ3 = trans, θ4 = gauche), B(θ3 = gauche, θ4 = gauche-), C(θ3 = gauche-, θ4 = trans)

세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용매의 유전상수와 표면장력을 변수로 하여 DOPC의 골격 구조 변화를 살펴본 결과, 유전상수가 증가

할수록, 표면장력이 클수록 B 구조의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이유는 B 구조의 solvation 에너지가 A에 비해서 더 크고, 표면적

이 A에 비해서 작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추후 인지질 구조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분자동역학, 인지질, 유전상수, 표면장력, 글리세롤 골격구조

ABSTRACT. In this study, the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of 1,2-dioleoyl-sn-glycero-3-phosphocholine (DOPC) single
molecule was conducted by changing the solvent properti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hange in the glycerol backbone struc-
ture in phospholipids according to the solvent properties. DOPC has three different conformations according to glycerol C1-
C2 bond: A(θ3 = trans, θ4 = gauche), B(θ3 = gauche, θ4 = gauche-), C(θ3 = gauche-, θ4 = trans). Changes in the glycerol backbone
structure of the DOPC were examined using the solvent’s dielectric constant and surface tension constant as variables. As a
result, the population of the B structure increased as the dielectric constant increased. The reason is that the solvation energy
of the B structure is larger than that of A. In addition, as the surface tension constant increased, the population of the B struc-
ture increased because the surface area of B was smaller than that of A.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are expected to be used in
the study of phospholipid structure in the future.

Key words: Molecular dynamics, Phospholipid, Dielectric constant, Surface tension, Glycerol backbone

서 론

인지질은 생물막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이다.1−3 인

지질은 글리세롤에 두 개의 지방산과 한 개의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다. 글리세롤의 첫 두 탄소 원자들

은 지방산 사슬과 연결되어 있다. 세번째 탄소 원자는 인

산기와 연결되어 있다. 인산기 부분은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친수성이며, 지방산 부분은 소수성이다. 인지질은

이러한 양친매성으로 인해 인지질은 수성 환경에서 잘 녹

지 않고 뭉치려는 성향이 강하다.4−6 특히 생물막에서는

이중층 형태로 존재한다.7

인지질의 구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X-ray

diffraction, NMR, ESR, IR 등을 이용하여 인지질의 구조를

밝히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8−10 또한 인지질의 구

조와 기능을 밝히기 위한 분자동역학 연구도 많이 진행되

어 왔다.11−17 인지질 분자들이 선호하는 구조는 주로 글리

세롤 골격에 의해서 결정된다.18 여러 연구자들이 지방산

사슬과 head group의 종류에 따라 선호하는 글리세롤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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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18−21

글리세롤 골격구조 중 θ3/θ4 비틀림 각이 지방산 사슬의 적

층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20,21 이러한 지방산 사슬의

적층 구조는 인지질 구조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2

그러나 용매 특성에 따른 인지질 내 글리세롤 골격 구

조 변화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화장품이나 약물전달

시스템에서 인지질을 원료로 한 vesicle 제조할 때, 혹은 생

물원료로부터 인지질을 추출할 때 유기 용매를 많이 사용

한다.23−25 따라서 용매 특성에 따른 인지질 구조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인지질의 구조는 Glycerol

backbone의 θ3, θ4 torsion angle에 따라 A, B, C세가지 형태로

구분된다.21 기준이 되는torsion angle은 θ3(C3-C2-C1-O11)와

θ4(O21-C2-C1-O11) 이다. A 구조는 θ3 = trans, θ4 = gauche

이며 B 구조는 θ3 = gauche, θ4 = gauche-, C 구조는 θ3 = gauche-,

θ4 = trans이다. 각각의 형태에 대한 3차원 구조와 뉴만 투

영식을 Fig. 1에 나타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용매의 특성에 따라 인지질의 θ3/θ4

비틀림각의 선호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고 에너지

분석을 통해 그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2-

dioleoyl-sn-glycero-3-phosphocholine (DOPC) 단분자에 대

한 MD simulation을 진행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용매 특

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용매의 유전상수와 표면장력을

선정하였다. 유전상수와 표면장력을 변화시켜가며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구조 분석 및 에너지 분

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용매 특성에 따른 구조 변화와

그 이유를 확인하였다.

계 산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은 Amber molecular dynamics packag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26 역장은 Lipid14 force

field를 사용하였다.27 Implicit solvation model로서 Hawkins,

Cramer, Truhlar 등이 제안한 generalized Born model을 사

용하였다.28 표면 에너지 계산은 LCPO model을 사용하였

다.29 유전상수(ε)는 1, 2, 33, 78.5 로 바꿔가며 계산하였으며

표면장력(σ)은0, 0.005, 0.0072 kcal/mol/Å2로 설정하여 계

산하였다. 몇몇 실제 용매들의 유전상수는 다음과 같다:

n-hexane(2), methanol(33), water(78.5). 시뮬레이션은 Langevin

thermostat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충돌빈도 값은 1.0으로

설정하였다. 온도는 303 K로 설정하였다. Cutoff distance 는

무한대로 설정하여 cutoff 없이 계산을 수행하였다. SHAKE

option을 설정하여 수소 원자를 포함하는 결합에 대한 신

축 진동을 제거하였다. Time step은 2 fs로 설정하였다. 좌

표들은 5000 step마다 기록하게 하였다. 총 시뮬레이션 시

간은 125 ns 였으며, 앞의 25 ns은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가정하여 뒤의 100 ns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열역학적 특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A, B, C 구조의 빈도를 통해 구조 간의 자유

에너지 차이를 계산하였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A구조에서 i 구조로 변할 때의 자유에너지

이다. PA와 Pi는 각각 A구조와 i 구조의 빈도이다. 

구조 간의 엔트로피 차이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계

산하였다. 

(2)

여기서 ΔS는 엔트로피 변화, ΔU는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T는 절대온도이다.

에너지 분석을 위해서 에너지 성분들을 다음과 같이 정

의하였다. 

Potential Energy, EP = EM + Esolv

Solvation energy, Esolv = EGB + Esurf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EP는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 EM과

Solvation energy Esolv의 합으로 정의한다. Solvation energy는

정전기적 에너지인 EGB와 비정전기적 부분인 Esurf로 나눌

수 있다. EGB와는 유전상수 ε, Esurf 는 표면장력 σ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Implict solvation model 에서 EGB와 Esurf는 다

음과 같은 식을 통해 계산된다.28 

ΔAi kBT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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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AA  i B C,=( ),–= =

ΔAi

ΔS
ΔU ΔA–

T
--------------------=

EGB

1
2
---– 1

1
ε---–⎝ ⎠

⎛ ⎞ qk

k k′,

∑ qk′γkk′=

Esurf σA=

Figure 1. Three different conformations of DOPC according to
glycerol backbone torsion angle (θ3 = C3-C2-C1-O11, θ4 = O21-
C2-C1-O11). (a) “A” confomer (θ3 = trans, θ4 = gauche+), (b)
“B” confomer (θ3 = gauche+, θ4 = gauche-), (c) “C” confomer
(θ3 = gauche-, θ4 = 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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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q는 원자의 부분전하이며, γ는 Coulomb integral, A는

용질의 surface area 이다.

결과 및 토의

구조분석

DOPC 분자의 유전상수와 표면장력에 따른 θ4 비틀림

각 히스토그램을 Fig. 2에 나타냈다. θ4 비틀림 각의 양 말

단에는 산소 원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Gauche effect에 의

해서 60°와 300° 부근에서 높은 빈도가 나타나야 한다. 유

전상수가 1, 표면장력이 0 kcal/mol/Å2인 조건에서는 60°

부근의 상대빈도가 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전상수

가 증가함에 따라 60° 부근의 상대빈도는 감소하고 300°

부근의 상대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면장력이

증가할 때에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수용액 상태와 같은

유전상수가 78.5, 표면장력이 0.0072 kcal/mol/Å2 조건에서는

300° 부근의 상대빈도가 60%로 60° 부근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조의 빈도

A, B, C 세 구조의 빈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모든 조건

에서 A, B 구조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C 구조는 10% 이하로

빈도가 매우 낮았다. 따라서 A 구조와 B 구조는 서로 정

반대의 경향성을 보인다. 용매의 유전상수와 표면장력에

따른 A 구조의 빈도에 대한 등고선 지도를 Fig. 3에 나타

냈다. A 구조는 유전상수가 78.5, 표면장력이 0.0072 kcal/

mol/Å2 인 지점에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반대로 B

Figure 2. θ4 torsion angle histogram of DOPC molecule according to dielectric constant and surface tension constant: (a) ε=1, σ=0
kcal/mol/Å2, (b) ε=78.5, σ=0 kcal/mol/Å2, (c) ε=1, σ=0.0072 kcal/mol/Å2, (d) ε=78.5, σ=0.0072 kcal/mol/Å2.

Figure 3. Contour map for Population of A con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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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위와 같은 지점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유전상수가 증가할수록, 표면장력이 증가할수록 B 구조

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인지질의 구조를 실험적으로

분석한 문헌들에서 A 구조가 우세하며(50-60%) C 구조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1-10%)22,23 이는 본 계산

결과의 경향과 일치한다.

표면적

용매의 유전상수와 표면장력에 따른 DOPC의 표면적

등고선 지도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유전상수가 증가할수

록 표면적이 증가한다. 또한 표면장력이 클수록 표면적이

감소한다. 유전상수가 낮은 구간에서는 유전상수에 의한

표면적 변화가 작다. 유전상수가 높은 구간에서는 표면장

력에 의한 표면적 변화가 크다. 이는 유전상수에 의해서

분자내 인력이 감소한 상태에서는 표면장력의 영향이 상

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A, B 구조의 표면적의 평균값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표면장력에 관계없이 A의 표면적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용매의 cavity formation

energy (Esurf)는 A 구조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포텐셜 에너지

유전상수와 표면장력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포텐셜 에너지는 유전상수가 증가할수록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유전상수가 증가함에 따라Solvation

energy가 커지기 때문이다. Molecular energy는 유전상수

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값이 커진다. 유전상수가 작을 때는

분자 자체의 에너지가 가장 안정한 형태로 분자 구조가

결정되지만, 유전상수가 커지게 되면 solvation energy가

커지는 형태로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molecular energy 값

Figure 4. Contour map for surface area (Å2) of DOPC.

Table 1. Surface area of three different conformations for different
surface tension parameter (force field: lipid14 force field, Solvation
model: GB-HCT)

Surface tension 
parameter, σ

Surface area (Å)

A B C

0.0000 1152 1136 1162

0.0050 1070 1063 1061

0.0072 1039 1034 1036

Table 2. Potential energy of DOPC for different dielectric constant
and surface tension parameter (force field: lipid14 force field,
Solvation model: GB-HCT)

Dielectric 
constant, ε

Energy (kcal/mol)

σ=0 kcal/mol/Å2 σ=0.0072 kcal/mol/Å2

EM EGB EM EGB ESURF
1 19.9 0 20.9 0 6.8

2 1.7 -26.7 -23 -26.1 7.3

33 6.2 -68.9 -29.7 -67.5 7.8

78.5 50.7 -70.8 58.4 -69.7 7.8

Figure 5. Potential energy of three different conformations for different dielectric constant and surface tension parameter (force field:
lipid14 force field, Solvation model: GB-HCT): (a) σ=0 kcal/mol/Å2, (b) σ=0.005 kcal/mol/Å2, (c) σ=0.0072 kcal/mol/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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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커지게 된다. A, B, C 구조의 유전상수와 표면장력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Fig. 5에 나타내었다. 표면장

력에 관계없이 B 구조가 유전상수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

의 변화율이 가장 컸다. 이로 인해서 유전상수가 1일때는

B 구조의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유전상

수가 증가하면서 B 구조의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이런 경향이 나타난 이유는 B 구조에서 부분 전

하를 가진 원자들이 용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

이다. 

자유 에너지와 엔트로피

A, B, C 구조의 빈도를 이용하여 계산한 자유에너지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A 구조의 빈도가 우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건에서 B, C 구조의 Free energy difference

는 양의 값을 가진다. 자유에너지와 포텐셜에너지, 구조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흥미로운 사실은 구조별 포텐셜 에너지를 보면 B 구조

가 더 낮은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에서도 A 구조의 빈도가 더 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구조 엔트로피 값이 A 구

조가 더 크기 때문이다. 용매의 효과에 의해서 B 구조의

포텐셜 에너지가 A 구조보다 더 낮아졌지만, 엔트로피는

반대로 용매의 효과에 의해서 A 구조가 더 커졌다. 결과

적으로 두 효과가 상쇄되어 B 구조의 포텐셜 에너지가 낮

아졌음에도 불구하고 A 구조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게

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용매의 특성에 따른 DOPC의 글리세롤

골격 구조 변화 및 그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서 1,2-dioleoyl-

sn-glycero-3-phosphocholine (DOPC) 단분자를 대상으로

Implicit solvation model 사용하여 MD simulation을 진행하

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용매의 유전상수와 표면장력을 변

수로 하여 DOPC의 골격 구조 변화를 살펴본 결과, 유전

상수가 증가할수록, 표면장력이 클수록 B 구조의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이유는 B 구조의 solvation 에너지가 A에

비해서 더 크고, 표면적이 A에 비해서 작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포텐셜 에너지만 고려했을 때 B 구조가 더 안정

하기 때문에 빈도도 높아야 하지만, 구조 엔트로피에 의

해서 A구조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

과는 추후 인지질 구조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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