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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컴퓨팅은 기존의 실리콘 기반 컴퓨팅과 비교하여 대규모의 메모리를 분자의 종류 및 농도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동시다발적인 분자간의 화학 반응을 통해 대규모 병렬 처리를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
다. 따라서 분자 컴퓨팅은 빅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계학습 및 패턴인식 문제를 푸는 데에 좋은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분자 컴퓨팅은 보통 화학 반응 네트워크를 통해 그 형태가 표현되고 미래가 예측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화학 반응 네트워크는 반응이 단방향으로만 진행되어 복잡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표현
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2상 화학 반응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하이퍼네트
워크 분류 알고리즘을 분자 컴퓨팅적인 관점에서 해석 및 구현하였다.

1. 서론

쉬운 반면, 기계학습은 학습과정에서 변수를 갱신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복잡한 행동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상 화학 반응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 형식을 기계학습 분류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결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은
본디
분자
컴퓨팅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3] 분자 컴퓨팅과
알고리즘적으로 호환이 자연스러우며, 데이터의 분포
표현과 추론 과정 중에 동시다발적인 대용량의 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하이퍼네트워크 알고리즘은 화학 반응
네트워크를 통해 표현하기가 수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2상 화학 반응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하이퍼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선택하였다.

분자 컴퓨팅은 DNA, RNA, 단백질 등의 각종 화학
물질을 매체로 컴퓨팅을 수행하려는 학문이다. 실제
분자의 화학 반응을 컴퓨팅에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프로세스의 조절과 정밀한 조작이 힘들지만, 화학
반응의 동시다발성에 의하여 본질적인 병렬 컴퓨팅이
가능하며 분자 메모리의 스케일이 거대하여(1mol =
10^23개의 분자) 컴퓨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초기의
분자
컴퓨팅에서는 TSP 등의 문제를 상수 시간 알고리즘으로
푼 바가 있다[1]. 특히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계학습 및 패턴인식 등의 계산집약적인 문제는 분자
컴퓨팅의 대규모 병렬 컴퓨팅을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보통
이러한
분자
컴퓨팅은
화학
반응
네트워크(CRN)라는
비선형
시스템
형식에
의해
정형적으로 표현되며, 분자간 화학반응을 모사하여
시간에 따른 이 시스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화학 반응 네트워크는 자발적인 반응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2] 시스템이 단순한 행동을 보이기

2. 2상 화학 반응 네트워크
다음
모델은
M개의
화학종  = { ,  , ⋯ ,  }
이 어떻게 반응하며 그 농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타낸다. 각 반응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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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될 수 있다[5,6].

형태를 가진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일반적 표현식에서 대부분의  ∈ Ν,  ∈ Ν 은
0의 값을 가진다. 왼쪽의 0이 아닌 원소들은 반응물로
불리며 반응 도중 소비된다. 오른쪽의 0이 아닌
원소들은 생성물로 불리며 반응 도중 생성된다. 반응에
참여하지만 생성이나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종은(  =
 ) 촉매라고 불린다.
화학종의 집합이 주어진 상황에서 화학 반응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4].
CRN = {S, C, R}.
이 때  은 Q개의 반응의 집합 R = { ,  , ⋯ ,  }
으로 구성된다. 각 반응은 세 개의 반응 파라미터로
이루어져 있다.
 = ( ,  ,  )
예를 들어, 화학종  과  가 반응하여  가 생성되는

반응  ∈ 이 있다고 했을 때, 반응물 벡터  는  =

 = 1 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0이며, 생성물 벡터

 는  = 1 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0이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화학종을 모두 제거하고 반응식을 다시
써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때  은 라이브러리와 테스트 데이터간의 일치와
저장을 나타내는 반응이며,  는  를 제외한 화학종이
붕괴하는 반응이다. 최종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은 모든
하이퍼에지는 소멸하게 되며, 이 때 분류 결정은
∗ =  ∈{,} | |/||
으로 판단할 수 있다.



 +   

4.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2상 화학 반응 네트워크는
위의 화학 반응 시스템에서 두 번째 반응 집합과 전환
시간 집합이 추가된 형태이다.
2phase CRN = {S,   ,   ,  ,  , T}.
이 때  ∈ ,  = 0 에 대해서 n이 자연수일 때 실제
반응 집합 은
 
  ≤  < 
() = 
 
  ≤  < ()
로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된다.

3. 하이퍼네트워크 분류 알고리즘의 표현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에서 분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L을
학습된
하이퍼네트워크의
하이퍼에지
라이브러리며,  가 n번째 테스트 데이터에서 추출한
하이퍼에지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1.  에서  와 일치하는 하이퍼에지를  에
저장한다
2. 에서  = 인 하이퍼에지를  에 저장하고,
 = 인 하이퍼에지를  에 저장한다.
3. ∗ =  ∈{,} | |/||
이는

2상

화학

반응

네트워크에서

다음과

Figure 1. 하이퍼네트워크의 필기체 인식 학습 곡선
(위) 0-1000의 학습 데이터 (아래) 전체 학습 데이터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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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쓰인 데이터는 MNIST 필기체 데이터 중 6과
7에 해당하는 학습 및 평가 데이터이다. 각 레이블
별로 학습 데이터는 약 5000개씩이었으며, 평가
데이터는 약 1000개씩이었다. 다음은 사용된 학습
데이터가
늘어날
때의
분류
정확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각 이미지에서 1000개의 하이퍼에지를
추출하였으며,
모든
하이퍼에지는
3-order로
고정되었다. ~1000 학습 데이터에서 95%의 정확도를
보이며, 최종 정확도는 약 98%에 달한다. 위와 같이
학습된 하이퍼네트워크를 2상 화학 반응 네트워크로
전환시켜 반응을 지켜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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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상) training=500일 때 class별 반응 농도
(하) training=10000일 때 class별 반응 농도
반응 농도 그래프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확연히
구분되며, 최종적으로는 목표된 반응 결과물만 실험관
내에 남고 다른 화학종은 사멸한다. 분류는 남게 된
반응 결과물의 농도로 쉽게 이루어진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복잡한 화학 반응에 적합한 2상 화학
반응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통하여
하이퍼네트워크 기계학습 모델을 분자 컴퓨팅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였다. 나아가 기존의
알고리즘이 분자컴퓨팅 알고리즘으로 변환이 가능하며
실험관에 존재하는 화학종의 농도를 통해 분류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에는
발전된 연구로서 학습 및 분류 과정이 한 분자적
알고리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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