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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NA는 그 분자적인 특성 때문에 계산 매질로써 인간 수준의 지능적 계산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이미 DNA를 사용한 문장 생성 실험을 통해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려는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단어를 DNA 서열로 치환하는 과정이 임의적이었기 때문에 DNA 서열

로 표현된 단어는 다른 단어들과의 관련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간 

의미 및 철자적 거리를 고려하여 언어를 DNA 서열로 부호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인코딩 결과를 소개한

다. 

 

1. 서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간 수준의 지능을 성취하려는 

노력은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꾸준하게 계속되고 있다. 

한편 DNA Computing은 DNA의 분자적인 성질을 

활용하여 계산을 수행하는 학문으로, 계산 과정이 

분자의 고유한 성질에 영향을 받아 

자발적인(spontaneous)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DNA Computing의 특징이 인간 수준의 지능적 계산을 

성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며[1][2], DNA를 사용한 문장 생성 실험을 통해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려는 연구도 수행되었다[3][4][5].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단어를 DNA 서열로 부호화 할 

때에 DNA 서열들간의 부적절한 결합만 고려했기 

때문에 DNA 서열로 표현된 단어는 다른 단어들과 의미 

및 철자적 거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약점을 극복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DNA 서열 

간 거리가 단어간 거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단어간 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말뭉치(corpus)에서 관계가 긴밀한 여러 군의 단어 

집합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단어들에 적절한 변이 

과정(mutation)을 통해 조절된 DNA 서열들을 할당한다. 

그리고 DNA 서열간 결합 에너지[6]를 비교하여 단어간 

거리가 적절하게 반영되었음을 결과로 제시한다. 

 

2. 단어의 DNA 부호화 

 

2.1. Wordnet 

 

워드넷(Wordnet)은 영어의 의미적 어휘목록이다[7]. 

워드넷의 기본적인 단위는 동의어 집단(Synset)으로, 한 

동의어 집단은 간략한 정의와 이 집단에 속하는 몇 

개의 어휘들로 구성된다. 한 동의어 집단은 의미적으로 

연관관계가 있는 다른 동의어 집단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연관관계로는 상위어(Hypernym), 

하위어(Hyponym), 부분어(Meronym), 반의어(Antonym) 

관계가 있다. 특히 상위어와 하위어 관계는 워드넷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관계로, 이러한 상위-

하위 관계 때문에 워드넷은 계층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8]. 

 

2.2. 어휘간 의미적 ∙ 철자적 거리 

 

워드넷에서 각 동의어 집단들은 여러 연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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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어지게 되므로, 적절한 거리 계산법을 정의하면 

동의어 집단간 의미적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적 거리 계산에는 워드넷 계층구조에서 단어간 

경로 길이나 출현 빈도 등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의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 단어의 상위어 ∙ 하위어 

관계만 거리 정의에 포함시킨다. 한편, 어휘간 철자적 

거리는 레벤스타인(Levenshtein) 거리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계산된 의미적 거리와 철자적 거리에 

각각 가중치를 곱하여 통합적 거리를 형성하게 된다. 

 

2.3. 변이를 통한 DNA 부호화 

 

두 어휘간 거리를 DNA 서열 부호화에 나타내는 것은 

DNA 서열간 일치도를 조절함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동의어 집단에 대해서 서열 일치도를 조정하는 

것은 동의어 집단의 수가 많아질수록 복잡해지는 

문제이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한 어휘를 기준으로 그 

하위에 있는 단어들만 부호화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서열 일치도 조정 문제는 변이 문제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즉, 어떤 동의어 집단과 그 집단을 

부호화하는 DNA 서열이 있으면, 서열을 변이시켜 다른 

관계 집단에 대한 DNA 서열을 생성할 수 있다. 변이의 

정도나 횟수는 어휘간 의미 및 철자적 거리에 비례하게 

결정한다. DNA 부호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어휘 계층 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 어휘에 

초기 DNA 서열을 할당 

2. 서열이 할당된 어휘의 하위어 집단을 추출 

3. 통합적인 거리를 계산 

A.   워드넷을 이용한 의미적 거리 계산 

B. 레벤스타인 거리를 이용한 철자적 거리의 

계산 

C. 가중치를 반영한 거리의 통합 

4. 부모 서열을 재귀적으로 변이시켜 하위어의 DNA 

서열을 생성 

A.   중복이 없는 변이 

B. 중복이 있는 변이 

 
그림 1. 단어 위계구조와 서열 변이 

 

변이 과정에서는 전 단계에서 변이된 위치의 

재변이를 허용하느냐 아니냐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재변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계층 구조 내의 모든 

어휘는 일관된 거리를 갖지만, 필연적으로 변이 단계에 

제한을 받게 된다.  

본 연구는 DNA를 사용한 문장 생성 문제에 대해 

개선점을 제시하는 연구이므로, 성능 평가의 척도로 

언어의 의미적 거리가 실제 DNA 서열간 결합 확률에 

반영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화학적인 결합 

확률은 결합 에너지에 의존적이므로, 직접적인 성능 

평가에 DNA 서열간 결합 에너지를 사용한다. 변이시킨 

자리수가 같으면 문자적 거리는 동일하게 증가하지만, 

화학적 결합의 경우 핵산의 종류나 결합 분포에 따라 

에너지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변이 서열이 여러 개가 있다면, 같은 수준의 변이 

서열이라도 본래 서열과 결합하는 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된다. 

 

3.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어휘당 

추출하는 하위 집단수는 10개, 변이가 일어날 때 

바꾸는 서열은 핵산 8개 분량으로 조절하여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였다. 어휘간 거리 계산은 의미적 거리만 

반영되도록 가중치를 조정하였으며, 위계도에서 한 

단계의 수준차가 있으면 그대로 한 변이 단계를 

진행했다. 변이되었던 서열도 재변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총 서열길이는 45-mer 였으며, 이 중 머리 

태그가 8-mer, 꼬리 태그가 7-mer로 실제 변이가 

일어나는 서열 길이는 30-mer로 고정되었다. 가장 

상위에 위치한 어휘로부터 얼마나 다른 서열이 

생성되는지를 그림 2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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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변이 단계에 따른 서열 변이 비율 

 

총 16단계를 변이시켰으며, 핵산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의 비율이 약 0.75로 수렴하였다. 실제로 중복이 

가능한 변이를 거듭하면 단계가 증가할수록 변이된 

서열은 원래의 서열과 관계가 점차 사라져 임의의 

서열에 근접한다. 임의 서열이 원래 서열과 한 부분이 

일치할 확률은 25%이므로 변이비율이 0.75에 근접하게 

된다. 이러한 거리 정보의 반영은 화학적 결합 

에너지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변이 수준에 따른 결합 에너지 

0 1 2

1 -19.59 -19.89

2 -20.85 -20.85

3 -20.85 -19.89

4 -17.95 -17.95

5 -22.19 -17.95

6 -25.74 -17.95

7 -25.74 -20.85

8 -19.5 -19.89

9 -20.85 -17.95

10 -20.85 -17.95

-81.90 -21.41 -19.11

1.86E+27 9.96E+00 1.00E+00

표본(Kcal/mole) -81.9

평균 자유 에너지

(Kcal/mole)

반응 속도

변이 수준

 
 

표 1을 보면 변이 단계가 높아질수록 결합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응속도 상수는 결합 

에너지에 지수적으로 비례하므로 단계 1과 2의 

반응속도는 약 10배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변이를 통해 생성한 DNA 서열들에 어휘간 거리 정보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의미적 ∙ 철자적 거리 정보를 반영하는 

어휘의 DNA 부호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DNA 

변이를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변이로 인해 

생성된 DNA 서열들은 어휘간 거리를 반영하고 있음을 

서열간 일치도와 결합 에너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언어 데이터를 DNA를 통해서 계산할 때 

보다 정보 손실이 없는 계산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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