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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1. Adobe air 설치 https://get.adobe.com/kr/air/

2. caDNAno 설치 http://cadnano.org/leg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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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Helix Panel Design Panel 3D Preview Panel

Interface

Panel ON/OFF( ) 단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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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Factors

Bar

Helix number

Scaffold

Base number
Bar가 위치한
base의 번호를 표시

■ 5’ end
▶ 3’ end

Staple
No scaffold, 다양한 색상
■ 5’ end, ▶ 3’ end 4



Helix Panel

Helix number와
그에 따른 DNA 구조체 모양 설정

Bar의 위치를 가장 앞 혹은 가장
마지막 base로 이동

가장 마지막 번호의 Helix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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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Tools

Design Panel

DNA 가닥 끝(5’ end, 3’ end) 이동
Bar의 이동
DNA 길이 확장

21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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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Scaffold 전부 확장

Shift  +  Alt  + Bar 클릭

Design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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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확대
화면 축소 (+ Shift )

화면 이동
(키보드 방향키로도 가능)

DNA 가닥 끊기

DNA 가닥 지우기

Edit Tools

Design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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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Helix 연결
(Crossover 형성)

Scaffold에 Loop 도입
Loop : staple과 연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
Loop의 base 수를 지정할 수 있음

Scaffold의 일부를 무시
해당 부분은 실제 구조체에서는 없는 것으로 간주됨

Edit Tools

Design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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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DNA Helix 연결 (Crossover 형성)

인접한 Helix number 클릭

TIP � 끊어진 DNA 가닥 연결 (Force path와는 다름)

Shift + 끊어진 부분 클릭

Design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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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ple 삽입
scaffold 형태에 맞춰 전체에 자동으로 삽입

Edit Tools

Design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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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ple 색 교환

Edit Tools

Design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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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 서열 결정
1. Scaffold 시작점 지정(scaffold break)
2. Scaffold 종류 선택
3. Scaffold 길이 및

Staple의 염기서열, 길이, 개수 확인

Edit Tools

Design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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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ffold 형태에 따른 예상 DNA 구조체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음
휘어있거나 복잡한 구조의 디자인인 경우
실제와 일치하지 않음 Helix panel Design panel

3D Preview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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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Scaffold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확인 방법 :      사용 결과, ‘?????’가 나타나지 않는다.

고리 하나당 가지는 base가 7249NT 이하여야 한다.
(7249NT : 보편적 scaffold인 M13MP18의 염기수)
Scaffold helix 수와 base number를 이용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할 것
확인 방법 :       사용 결과, 해당 scaffold loop의 base 수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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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Staple
굵은 형광펜으로 나타난 부분이 최대한 없도록 해야 한다.

staple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

자신만의 기준을 임의로 정하여 Staple의 색을 바꾸어 놓는 것이 좋다.
Cando 결과를 확인한 후,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기 쉽도록 해줌
-Ex1. 구조체 바깥쪽에 해당하는 staple = 파란색, 안쪽 = 빨간색
-Ex2. staple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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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Save
되돌리기 기능이 없으므로 자주 저장을 해주어야 한다.

과정 별로 버전을 다르게 하여 순차적으로 저장(a-b-c-… , ver1-ver2-ver3… 등)
-Ex. 

저장할 때의 파일명은 영어와 숫자를 사용해야 한다.
Computation Site인 CanDo에서는 한글파일명을 인식할 수 없음

a : helix panel 완성
b : scaffold 길이 확장
c : scaffold가 하나의 고리를 이룬 상태
d : staple 첨가
e : staple break 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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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ation

CanDo http://cando-dna-origami.org/

Computer-aided engineering for DNA origami

caDNAno design computation
1. Sign up (naver메일 사용 불가)
2. json 파일 업로드
3. 몇 가지 선택 사항 체크 후 제출(HC – SQ 구분 중요)

구조체의 안정성, 유연성 등을 테스트 가능
Bundle image,  Bundle movie, Atom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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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mkwak@pknu.ac.kr 
http://mkwa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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