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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코러스> 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쫓겨나는 선생님을 위해 종이비행기에 편지를 써서 창밖으로 날리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종이비행기는 사람들의 희망을 담아 하늘로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종종 꿈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행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종이접기가 종이비행기처럼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세상의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다. 그렇다면 종이접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 놓고 있을까?

세상을 변화시킬 종이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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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유행해 당시 70가지 정도의 오리가미가 있었다.

에서 ‘하가의 정리’로 불리는 수학적인 패턴을 발견

일본의 전통문화였던 오리가미를 예술의 경지로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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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오리가미 작품이 보여주는 뛰어난 극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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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메인은 오리가미 프로그램을 개발해 컴퓨터 상에

즉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원래 DNA

서 종이접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오리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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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빠르게 펼쳐지도록 했다. 일본 도쿄 대학

해 형성된다. 상보적 결합 덕분에 DNA 분자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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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을 통해 스스로 복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Miura folding)’는 원래 태양 전지판을 접고 펴기

DNA 오리가미도 컴퓨터의 도움으로 프로그래밍하

위한 방법이었다. 이제 미우라 접기는 종이 지도를

면 DNA 조각들이 모여 스스로 오리가미를 만들어

접고 펴는 데 활용되어 지도를 쉽고 빠르게 접을 수

낸다. DNA 오리가미가 유용한 이유는 크기가 너무

있는데 활용되고 있다. 또한 미우라 접기는 강도를

작아서 하향식으로는 제작하기 어려운 나노 크기의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 캔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물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과학자들은 나노

에는 이를 활용한 휴대폰 배터리가 발명될 정도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자기조립을 이용해 스스로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다.

만들어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 DNA 오리

많은 과학자와 발명가가 오리가미에 관심을 가

가미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지는 것은 2차원의 종이를 이용해 3차원 구조물을

DNA 오리가미를 이용하면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종이를 이용

하는 나노로봇이나 약물을 원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해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사실 진정한

운반체를 만들 수 있다. 또한 DNA 오리가미를 이용

오리가미의 전문가는 자연이다. 자연은 수십억 년

해 나노 렌즈라는 초소형 렌즈를 만들어 광컴퓨터

의 진화를 거치면서 DNA를 활용해 수많은 생명

의 성능을 향상하거나 반도체의 집적도를 높이는

체를 접는 방법을 터득했다. 자연은 DNA 분자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 이처럼 DNA

이중나선구조로 세포 내에 잘 접어서 넣고 이 설계

오리가미는 분자를 조작하는 나노기술을 한층 발전

도에 따라 꽃잎을 한 치의 실수도 없이 화려하게 펼

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친다. 과학자들도 표면장력 오리가미라는 이름으로

물론 종이접기 기술이 이러한 첨단과학에만

간단한 꽃잎 모양에 물방울을 떨어트려 스스로 접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연구

히도록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2006년 미

팀은 과학 장비가 부족한 나라를 위해 종이접기로

국 칼텍의 폴 로더문드(Paul Rothemund) 교수는

만들 수 있는 폴드스코프(Foldscope)라는 현미경을

DNA 오리가미라는 기술로 자연의 종이접기 기술

개발했다. 폴드스코프는 종이접기 인형처럼 종이를

에 한층 다가서는 데 성공했다. 로더문드는 짧은

뜯어서 만든 현미경으로 가격이 50센트에 불과하지

DNA 사슬을 이용해 기다란 DNA를 접는 방법으로

만 2천배 정도의 배율을 자랑한다. 이 현미경은 아

원하는 모양의 오리가미를 만들어 냈다. 물론 DNA

프리카나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세균 감염을 막기

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오리가미는 전자현미경으로

위해 보급되고 있다. 이렇게 종이접기가 다양한 곳에

봐야 볼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크기이다.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유치한

DNA 오리가미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자기조립

아이들의 놀이라고 얕볼 수는 없을 것이다.

TTA Journal Vol.153 l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