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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정리증명 문제의 해법을 제공하는 ＤＮＡ 컴퓨팅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도출 반박법(resolution refutation)을 이용한 정리증명 문제의 해법을 제공하는 DNA 컴퓨팅 방법에 관한 것

이다. 또한, 본 발명은 DNA 컴퓨팅 방법에 사용되는 논리절을 DNA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

면, 본 발명의 논리절 표현 방법은 정규식 내에 포함된 논리절의 긍정적 논리구를 소정의 DNA 염기서열로 생성하고, 부정

적 논리구는 긍정적 논리구에 대한 상보적인 DNA 염기서열로 나타낸다. 하나의 논리절은 하나 이상의 단일 가닥 DNA의

결합으로 표현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논리절을 구성하는 DNA 가닥은 직쇄형 구조, 헤어핀(hairpin) 구조, 또는 가지형 구

조일 수 있다. 종래의 컴퓨팅 방법이 논리곱 정규식에서 하나의 논리구를 가진 논리절과 부정적 논리구를 가진 다른 논리

절로부터 하나의 도출절(resolvent)을 생성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도출 반박법의 최종 결과인 빈 논리절(empty clause)의

생성을 확인해야 하는 반면, 본 발명의 DNA 컴퓨팅 방법은 소정의 염기서열과 그의 상보적인 서열을 하이브리드 형성하

고 PCR 증폭을 통해 완전한 DNA 이중 가닥의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빈 논리절(empty clause)의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DNA 컴퓨팅 방법은 병렬의 논리절 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정리증명 문제를 효과적으

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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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4a

색인어

도출 반박법, 논리곱 정규식, 정리 증명 문제, DNA 컴퓨팅, 병렬성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및 도 2는 정리증명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도출 반박법을 이용한 정리증명 문제의 해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논리곱 정규식을 DNA로 표현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나타내는 모식도.

  도 5는 도 4에 도시된 두 가지 논리곱 정규식 표현 방법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울 변수의 표현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도 4a에 도시된 논리곱 정규식 표현 방법을 이용하고 도 1의 정리 증명 문제에 대하여 본 발명의 도출 반박법을

이용한 해법에 따라 얻어진 전기영동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도 4b에 도시된 논리곱 정규식 표현 방법을 이용하고 도 2의 정리 증명 문제에 대하여 본 발명의 도출 반박법을

이용한 해법에 따라 얻어진 전기영동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

  도 8 및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논리식을 표현하기 위해 생성된 염기서열의 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DNA 컴퓨팅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도출에 의한 반박법(이하, 도출 반박법이라고 함, resolution

refutation)을 이용한 정리증명 문제의 해법을 제공하는 DNA 컴퓨팅 방법에 관한 것이다.

  DNA 컴퓨팅은 1994년 Adleman에 의해 도입된 이론으로서, 종래의 순차적이고 비가역적인 실리콘 기반의 컴퓨팅으로

부터 벗어나 생체 분자들과 생화학적 실험에 의한 거대한 병렬성을 이용하여, 기존의 컴퓨터로 연산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

결하고자 고안된 새로운 컴퓨팅 모델 중의 한 방법이다.

  종래의 실리콘 컴퓨팅은, “ON"과 ”0FF"의 전기신호를 각각 1과 0으로 대응시키는 2진수의 기계 언어로 정보를 암호화

하여 처리하며, 정보 처리의 기본 연산은 논리곱(AND 연산: 예를 들어, 1 and 1 = 1; 1 and 0 = 0; 0 and 0 = 0)과 논리합

(OR 연산: 예를 들어, 1 or 1 = 1; 1 or 0 = 1; 0 or 0 = 0)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DNA 컴퓨팅은 임의의 정보를 DNA가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A, G, T, C의 4개의 염기로 이루어지는 합성

DNA 분자로 표현하며, 이들 정보는 DNA 분자 정보 처리에서 수행되는 분자적 특성 및 생화학적인 실험 등에 의해 처리된

다. 예를 들어, '2'라는 숫자를 표현할 때, 기존의 실리콘 컴퓨팅은 전기신호의 'ON' 및 'OFF'를 이용하여 '0000 0010'의 8

비트 단위의 전기신호에 대응시켜 나타내는 반면, DNA 컴퓨팅에서는 'AAAA CCTG'라는 8개의 DNA, 즉 올리고 뉴클레

오티드(oligonucleotide)에 임의로 대응시켜 ‘2’라는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

  DNA 컴퓨팅 원리의 창시자인 Adleman에 따르면, 임의의 정보를 DNA의 염기 서열로 표현하여 컴퓨팅하는 것은, 생체

DNA 분자들과 생화학적 실험에 의한 거대한 병렬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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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NA 컴퓨팅은 분자 생물학적 특성 및 생화학적 반응을 이용하여 컴퓨팅을 수행함으로써, 초당 1014 정도의 속도로

처리가 가능하여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 컴퓨터에 비해 약 100배 빠르다.

  (2) DNA 컴퓨팅은 1 줄당 2x1019 처리를 수행할 수 있어, 데스크 탑 컴퓨터보다 약 10억배 정도의 에너지가 절약된다.

  (3) DNA 컴퓨팅은 1 입방 나노미터당 약 1비트를 저장할 수 있어, 비디오 테이프에 견주어 볼 때 약 10조배 이상의 저장

능력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거대한 정보는 논리로 표현되어 처리될 수 있다. 주지된 바와 같이, 논리는 컴퓨팅 및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 등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 표현 및 추론을 위한 방법, 즉 참이라고 알려진 기존의 지식으로

부터 새로운 지식을 추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DNA 컴퓨팅에 의해서, 실생활에 존재하는 거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논리에 의해 새로운 지식을 추론해 내기 위해서는, 논

리의 표현 및 처리 방법의 개발이 중요하다. 논리의 표현은, 참 또는 거짓을 표현하는 진위 부호와 참이나 거짓의 값을 가

질 수 있는 부울 변수(Boolean variable), 논리합(∨), 논리곱(∧), 부정(￢), 암시(⇒), 동등(⇔) 등의 연결사로 이루어지

며, 논리의 처리는 수학적 논리 이론에서 개발된 명제논리(propositional logic), 명제계산(propositional calculus), 술어

논리(predicate logic), 술어계산(predicate calculus), 추론(inference), 도출법(resolution), 및 반박법(refutation) 등의

개념 또는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인공지능 분야 중의 하나인 추론 자동화(automated reasoning) 분야에서는 실리콘 컴퓨터에 의한 논리 처리 방법을 사

용하여 실생활의 지식을 표현하고, 이로부터 추론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정리증명

(theorem proving) 문제는 이와 같은 분야에서 다루는 문제 중의 하나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기반하여 새로 입수한 지

식이 기존의 지식과 부합하는지, 즉 기존의 지식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올바른 과정을 거쳐 얻어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

하는 문제이다. 추론 자동화 분야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컴퓨터 스스로 정보 처리 능력

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한 예로는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

등이 있다.

  정리 증명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는 기존의 지식(이하, 공리라고 함, theory)에서 출발하여 연역을 거듭하여 새로운 지식

(이하 이론이라고 함, theorem)을 얻을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방법과, 이론에 대한 부정을 공리 집합에 통합하고 이로부터

모순(inconsistency)이 발생하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인 반박법의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연역을 이용한 방법

은 공리에서 이론을 도출해 내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반박법은 이론 및 공리

집합에 추론 규칙을 반복해서 적용하는 것만으로 정리 증명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는 추론 규칙

을 이용하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정리 증명 문제를 풀게 할 수 있어, 이 방법은 추론 자동화 분야에서 많은 연구

가 되고 있다.

  한편, 전술한 논리 처리 방법 중에서 도출법은 항상 논리적으로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내는 추론 방법이면서도 컴퓨터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간단하고 기계적인 규칙이어서 컴퓨터를 이용한 정리 증명 문제 해법에 사용되어 왔다. 다만, 컴퓨터에

의해 도출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리 및 이론이 '논리곱 정규식(conjunctive normal form)'이라는 일정한 형태로 표현

되어야 한다.

  논리곱 정규식을 정의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논리구(literal)'라는 용어는 논리식을 이

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의미하며 긍정적(positive) 또는 부정적(negative) 논리구로 분류된다. 긍정적 논리구는 부울

변수 그 자체로 이루어지며, 부정적 논리구는 부울 변수의 부정으로 나타내어 진다. 긍정적 또는 부정적 논리구가 논리합

만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식을 '논리절(clause)'이라고 한다. 논리곱 정규식은 논리절이 논리곱만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식을 의미하며, 컴퓨터 상에서는 논리절의 집합으로 표현된다. 종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든 형태의 논리식은 분배 법

칙[P∨(Q∧R)⇔(P∨Q)∧(P∨R)], 드 모르간 법칙[￢(P∨Q)⇔￢P∧￢Q] 등을 사용하여 논리곱 정규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논리곱 정규식으로 표현된 논리식에 도출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두 개의 논리절 중 어느 하나의 논

리절 내에 포함된 긍정적 논리구의 부정이 다른 하나의 논리절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두 논리절로부터 해당하는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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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리구를 제거한 다음 나머지 논리구를 모두 논리합으로 연결하면 하나의 논리절이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논리절은

이전의 두 논리절로부터 논리적으로 올바르게 유도된 결과임이 증명되어 있다. 예를 들면, P∨Q와 ￢P∨R의 두 개의 논리

절로부터 Q∨R을 도출법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다. 이때, 새로 생성된 논리절 Q∨R을 '도출절(resolvent)'이라 한다.

  도출 반박법을 이용하여 정리 증명 문제를 풀 경우, 모순이 생기면 P∧￢P와 같은 형태의 논리곱 정규식이 생성되는데 이

는 컴퓨터 상에서 P와 ￢P라는 두 개의 논리절로 표현된다. 이 두 논리절에 계속해서 도출을 적용하면, 도출절은 어떤 논리

구도 포함하지 않는 논리절로 생성된다. 이를 '빈 논리절(empty clause)'이라 하며, 도출 반박법에서는 모순이 생겼음을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빈 논리절이 생성되기까지 사용된 논리절들과 그 도출절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증명

(proof)'이라고 한다.

  도출 반박법을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주어진 공리 집합으로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비가 왔다'가 있

고, 여기서부터 도출해 낼수 있는 결론인지 판단하고자 하는 이론이 땅이 젖었다'라고 한다. '비가 온다'라는 명제는 R이라

는 부울 변수로, '땅이 젖는다'라는 명제는 E라는 변수로 표현한다면,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라는 명제는 R⇒E로 표현되

며, 이는 ￢R∨E와 동등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공리 집합은 {￢R∨E, R}이 되며, 여기에 판단하고자 하는 논리

식의 부정인 ￢E를 포함시킨 다음, 논리절 ￢R∨E 과 R 에 도출법을 적용시키면 E를 얻게 된다. 이것과 논리절 ￢E 에 도

출을 적용하면 빈 논리절이 나오게 되어 원래의 논리식이 공리 집합에서 논리적으로 유도해 낼 수 있는 결과임이 증명된

것이다.

  전술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도출 반박법은 두 개의 논리절에 도출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도출절을 생성해 내는 과정의

순차적 반복이다. 정리 증명 문제에서는 주어진 논리절이 많을수록 가능한 증명의 개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기존의

실리콘 컴퓨터 상에서는 순차적 연산만이 가능하므로 한 번에 하나의 증명을 한 단계씩 수행해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

출법을 적용할 논리절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가능한 한 적은 개수의 증명을 시도해 보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너비 우선 전략, 깊이 우선 전략 등이 개발되었으며, 도출법을 적용할 논리절의 선택 범위를 줄이는 전략으로 선형도출

(linear resolution), 의미론적 도출법(semantic resolution) 등도 개발되었으나 괄목할 만한 성능 향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리 증명 문제 해법에서 두 논리절로부터 도출절을 생성해 내는 과정을 DNA 사이의 병렬적인 화학 반응을 이용

하여 나타낼 수 있다면, 도출 과정의 병렬적인 수행이 가능하게 되어 동시에 여려 가지 논리절에 대한 도출절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한 가지의 증명 과정을 시도해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의 증명

과정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컴퓨터 상에서 수행할 경우 논리절의 개수에 따라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던 컴퓨

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리 증명 문제를 실험적으로 구현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될 경우, 최근

인간 게놈 연구의 진전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생물학적 데이터를 디지털화 할 필요 없이 바로 DNA 분자를 이용하여 처리

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게 된다.

  한편, 기존 컴퓨터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 중에 만족가능성 문제(satisfiability problem)라는 것이 존

재하는데, 이 문제는 논리곱 정규식에 대한 계산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기존의 컴퓨터 상에서 효율적으로 풀기 힘든 문제

들은 모두 만족가능성 문제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즉, 만족가능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면, 이 만족가

능성 문제와 상호 변환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들 문제를 전술한 DNA 컴퓨팅의 장

점을 이용하여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있어 왔으며, 그 연구 결과 논리곱 정규식내 논리절을 DNA로 표현하고 이를 처리하

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들이 나왔다.

  논리절에 포함된 논리구(literal)가 2개뿐이고 그 중 하나만 부정적 논리구인 경우, 간단한 IF-THEN 규칙에 해당하는데,

이를 이중 가닥(double strand)의 DNA로 표현하는 방법이 제안(P. Wasiewicz, T. Janczak, J. J. Mulawka, and A.

Rlucienniczak, The inference based on molecular computing, Cybernetics and Systems, 31:283-315, 2000) 되었

다. 그러나, 이 방법은 논리구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 표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IF-THEN 규칙의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각 IF-THEN 규칙에서 IF의 조건들과 THEN의 결론들에 각각

서로 다른 서열을 할당한 다음, 각각의 IF-THEN 규칙을 조건을 나타내는 서열 및 결론을 나타내는 서열에 상보적인 서열

이 연결된 단일 가닥의 DNA로 표현하는 방법(K.Sakamoto, D. Kiga, K. Komiya, H. Gouzu, S. Yokoyama, S. Ikeda, H.

Sugiyama, M. Hagiya, State transition by molecules, In Proceedings of 4th DIMACS Workshop on DNA Based

Computers, 1998)이 제안되었다. 이 표현 방법은 IF-THEN 규칙의 집합을 각 규칙에 할당된 서열을 일렬로 연결한 것으

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IF-THEN 규칙의 집합 중에 한 규칙의 IF조건이 다른 규칙의 THEN의 결론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

기면, 한 가닥의 DNA내에 상보적인 서열이 많이 존재하게 되어 본래 의도하지 않은 결합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방

법은 전술한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논리구를 포함하는 논리절을 표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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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절내에 포함된 각각의 논리구 사이에 서로 다른 제한 효소가 인식할 수 있는 서열을 삽입하여 표현하는 방법(S.

Kobayashi, T. Yokomori, G. Sampei, and K. Mizobuchi, DNA implementation of simple horn clause computation,

In Proceedings of the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volutionary Computation, 1997)도 제안되었다. 그러나 자

연계에 존재하는 제한효소의 수에는 한계가 있어, 그 이상의 논리구를 포함하는 논리절은 표현할 수 없으며, 각각의 제한

효소의 반응 조건도 상이하므로 실험적으로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보다 복잡한 논리식을 DNA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DNA로표현된 복잡한 논리식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논리식내 논리구들 및 논리절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DNA로 표현하여 DNA 컴퓨팅 분야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 연구 목표는 논리식의 표현이나, IF-THEN 규칙의 표현 및 연쇄 반응에 대

한 연구 또는 해밀톤 경로 문제나 만족가능성 문제에 대한 해결 시도로 국한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도출 반박법을 이용한 정리 증명 문제 해법이 병렬 처리 가능하도록 실험적으로 구현된 DNA 컴퓨팅 방

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정리 증명 문제 해법을 제공하는 DNA 컴퓨팅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정리 증명 문제 해결 방법이, 상기

정리증명 문제에 사용되는 논리식을 DNA 분자로 표현하는 단계와, 상기 표현된 DNA 분자를 합성하는 단계와, 상기 합성

된 DNA 분자들을 화학 반응시키는 단계와, 상기 화학 반응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정리증명 문제의 해답을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DNA 컴퓨팅 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상기 표현 단계는, 상기 논리식의 긍정적 논리구는 소정의 염기서열을 갖는 DNA로 표현하고, 상기 긍정적 논리구

에 대한 부정적 논리구는 상기 DNA의 상보적 염기서열을 갖는 DNA로 표현하며, 하나의 논리절은 표현 방법에 따라 단일

가닥의 DNA 또는 여러 가닥의 DNA의 결합으로 표현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제, 본 발명에 따른 DNA 컴퓨팅 방법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DNA 컴퓨팅 방법에 있어서, 종래의 정리증명 문제 해법이 논리곱 정규식에서 하나의 논리절내의 논리구

가 다른 논리절내의 해당 부정적 논리구와 결합하여 하나의 도출절(resolvent)을 생성하는 반면, 본 발명의 정리 증명 문

제 해법은 소정의 염기서열과 그의 상보적인 서열이 하이브리드를 형성한다. 또한, 종래의 기술이 도출법에 의한 반박법의

최종 결과가 빈 논리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반면, 본 발명은 완전한 이중 가닥의 DNA의 생성 여부를 PCR 증폭 결과로서

확인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DNA 컴퓨팅 방법은, 정리 증명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각 분자 하나 하나를 논리절로 표현

하고, 이들의 병렬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을 통해 도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논리곱 정규식의 표현 방법은, 정리증명 문제에 사용되는 논리곱 정규식내 긍정적/부정적 논리구에

서로 상보적인 서열을 할당하면, 두 개의 논리절에서 긍정적/부정적 논리구가 제거되고 하나의 도출절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 각각의 논리절에 해당하는 DNA 분자 사이의 결합 반응(annealing)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루어진 것

으로, (1) 긍정적 논리구에 대해서 소정의 DNA 염기서열을 부여하고, (2) 부정적 논리구는 상기 긍정적 논리구를 나타내

는 DNA 염기서열의 상보적인 염기서열로서 표현하며, (3) 하나의 논리절은 한 가닥 이상의 DNA 가닥이 결합된 분자로 표

현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논리절의 DNA 가닥은 직쇄형 구조이거나 헤어핀(hairpin) 구조, 또는 가지형 구조

일 수 있다.

  종래의 컴퓨팅에서 도출에 의한 반박법을 이용해서 정리증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논리절들을 기억장치에 저

장하고 각각의 모든 조합에 따라 도출절을 만들어낸 후, 도출절의 수를 줄여가면서, 빈 논리절이 유도되는지를 조사하였

다. 그러나, 본 발명의 DNA 컴퓨팅 방법은 종래와 달리 매우 효율적인 정리 증명 문제의 해법을 제공한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본 발명의 정리 증명 문제 해법은, DNA분자들을 합성하고 합성된 DNA 분자들을 실험 용기에서 혼

합한 후, 빈 논리절이 생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생화학적 실험, 즉 하이브리드 형성, 라이게이션(ligation), PCR, 전기영

동 등의 간단한 절차로 수행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DNA 컴퓨팅 방법은 논리곱 정규식의 형태로 나타낸 논리식 내에

포함된 각각의 논리절들을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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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DNA 컴퓨팅 방법에 사용되는 도출 반박법을 이용한 정리 증명 문제 해법에 대한 절차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정리증명 문제 해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된다.

  (1) 하나의 긍적적인 논리구에 소정의 DNA 서열을 할당하고, 부정적인 논리구에 대해서는 상기 DNA 서열의 상보적인

서열로서 표현하며, 하나의 논리절을 하나 이상의 DNA 서열이 결합된 분자로서 표현하고, 각각의 논리절을 나타내는

DNA를 혼합한다.

  (2) 상기 단계 (1)에서 얻어지는 각 논리절을 나타내는 DNA들의 혼합물에 대하여 하이브리드 형성한다.

  (3) 상기 단계 (2)에서 하이브리드 형성된 DNA의 닉(nick)을 라이게이즈(ligase)를 이용하여 결합시킨다.

  (4) 상기 단계 (3)에서 얻어지는 DNA를 주형 DNA로 하여 PCR을 수행한다.

  (5) 겔 전기영동법에 의해서 상기 단계 (4)에서 얻어지는 PCR 산물의 크기를 확인한다.

  상기 단계 (1)에서 논리절을 DNA로 표현하는 것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논리절에 포함된 부울 변수나 논

리구의 표현 방법을 정하고, 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논리절을 표현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긍정적 논리구는 소정의 서열로서 적당한 길이를 갖도록 임의적으로 염기서열을 생성하여 표현하며,

부정적 논리구는 긍정적 논리구에 해당하는 서열의 상보적인 서열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논리구를 표현하기 위한 DNA 서

열은, 그 길이 및 염기배열에 특별히 한정된 바는 없으나, 적절한 하이브리드 형성 온도에서 그의 상보적인 서열과 특이적

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염기의 배열 및 길이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통상적으로 염기서열의 길이는 약 10mer 내지

30mer (여기에서, ~mer의 표현은 염기서열의 길이를 의미함) 정도로 설정하고, 하이브리드 형성 조건을 고려하여 GC 함

량, 즉, 염기서열 중에서 G와 C가 차지하는 비율, 배열순서 및 배열길이를 선택한다. 설명의 편의상, 본 명세서에서는 하이

브리드 형성 조건을 충족시키는 염기서열은 소정의 염기서열로 표현된다. 이 염기서열이 하이브리드 형성 조건에 적합한

지 여부는, 당업자에 의해 충분히 예측될 수 있으며, 또한 통상적으로 알려진 실험을 반복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염기배열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생성된다. 즉, (1) 서로 다른 긍정적/부정적 논리구에 대한 염

기 배열들은 최대한 서로 다른 염기 배열을 가지도록 하고, (2) 서로 다른 긍정적/부정적 논리구에 대한 염기 배열들은 하

이브리드를 형성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도록 하며, (3) 각 긍정적/부정적 논리구에 해당하는 염기 배열들의 녹는 점

(melting temparature) 및 GC 함유율은 실험자가 요구한 하이브리드 형성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균

일한 값을 가지도록 하며, (4) 각 긍정적/부정적 논리구에 해당하는염기 배열들내에 같은 염기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부

분이 최소화 되도록 설정된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DNA 서열의 생성은 정리 증명 문제의 해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다. DNA 반응은 서열의 유사성, 서로 다른 서열의 상호결합, 2차 구조 등에 의해 상보적이지 않은 결합이 이루어지거나,

원하는 서열 내에서의 증폭과정이 전혀 수행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최적의 DNA를 생성하는 알고리즘 및 DNA 서열 합

성 프로그램의 개발은 비단 정리 증명에 부가하여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전자의 확보에도 작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염기배열은, 예를 들어 본 기술 분야에 알려진 다중 목적 함수 유전 알고리즘(multiobjective genetic

algorithm) 기반 염기 배열 생성기인NACST/Seq(Shin, S.-Y., Kim, D.-M, Lee, I.-H., and Zhang, B.-T., Evolutionary

sequence generation for reliable DNA computing, Proceedings of 2002Congress on Evolutionary Computation,

IEEE press, 2002)에 의하여 생성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르면, 논리절은 상기와 같이 표현된 논리구를 이용하여 단일 DNA 분자로 생성됨을 특징으로 하며, 그

의 표현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즉, 논리절을 표현하는 방식 중의 첫 번째 방법은 도 4a와 같이

논리절에 포함된 논리구 각각에 해당하는 서열을 가지 없는 단일 가닥 DNA로 연결함으로써 구현된다. 예를 들면, 도 4a에

예시된 바와 같이, ￢Q, ￢P, R로 이루어진 논리구가 그들 각각에 대응하는 서열, GACT, TGCA, ACGT이 연결된 서열인

GACTTGCAACGT로 표현될 수 있다.

  논리절을 표현하는 방식의 다른 하나는, 헤어핀(hairpin) 구조의 DNA와 가지가 있는 구조의 DNA(branched-DNA)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지가 있는 구조를 가진 DNA의 경우에는 각 가지의 끝에 논리구를 표현하는 단일 가닥이 존재하도

록 구현된다. 그리고, 헤어핀 구조의 DNA는, DNA의 헤어핀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DNA 가닥 내에서 서로 일정

길이 이상 떨어진 부분 사이에 하이브리드를 형성하여 단일 가닥의 DNA가 휘어져 돌출된 구조를 갖도록 구현된다. 또한,

가지가 있는 구조를 가진 DNA는 여러 가닥의 DNA가 서로 결합하되, 각 가닥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가닥과 일부분씩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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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도 4b의 왼쪽 위와 같은 가지를 갖도록 구현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가지가 있는 구조에 있어서 가지의 수는 논리절

에 포함된 논리구의 수와 같도록 설정되며, 각 가지의 끝에는 단일 가닥의 서열이 위치하되 그 염기배열은 가지에 해당하

는 논리구의 서열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구조에 있어서, 모든 논리절은 같은 방법으로 표현되지 않으며, 논리절내에 포함

된 논리구의 개수 및 각 논리절이 정리 증명 문제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인지 그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표현

된다. 즉, 논리구가 1개로 이루어진 논리절의 경우, 그 논리절이 정리 증명 문제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인 경우,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표현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헤어핀 구조의 DNA가 사용되는데, 이 경우 헤어핀 끝부분의 단일 가닥 부

분에 해당하는 논리절의 서열이 사용된다. 그리고, 논리구를 2개 이상 포함하는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가지가 있는 구조

의 DNA가 사용된다. 이러한 논리절 표현 방식의 예로는 도 4b와 같다.

  이와 같은 가지가 있는 구조의 DNA를 사용하여 논리절을 표현하면, 이후 DNA 컴퓨팅 단계 중의 하나인 하이브리드 형

성(단계 (2)) 결과가 논리절내 논리구의 배치 순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가지 구조를 이용하여 논리절

을 표현하면, 단계 (4)의 PCR 수행 조건에서 PCR 프라이머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용이성을 갖는다. 즉, 이는 어느 경우

에서나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판정문에 대한 논리구의 서열 및 그의 상보서열을 PCR 프라이머로 이용하면 되기 때

문이다. 반면, 가지가 없는 단일 가닥으로 논리절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중가닥으로 된 하이브리드 형성 후의 DNA 산물

을 추측하여 PCR 프라이머를 선정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에서는 종래의 논리곱 정규식에서 하나의 긍정적 논리구를 포함한 논리절과 상기 긍정적 논리구에

대한 부정적 논리구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논리절로부터 도출절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긍정적 논리구/부정적 논리구에 해

당하는 DNA 서열들이 하이브리드를 형성하여 상기한 두 논리절에 해당하는 두 DNA 분자가 결합한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자 한 것이며, 빈 논리절이 형성되면, 하이브리드 형성결과는 완전한 이중 가닥의 DNA로서 표현이 된다. 따라서, 빈 논리

절을 의미하는 완전한 이중 가닥의 DNA가 얻어진다면, PCR 수행 결과는 전체 논리구의 DNA 염기서열 길이의 합에 해당

하는 PCR 증폭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완전한 이중 가닥의 DNA" 라는 용어는, 하이브리드 형성 단계의 반응

용기내에 긍정적 논리구들에 나타내는 염기서열 및 부정적 논리구를 나타내는 대응 상보적 염기서열을 모두 포함하고 있

어, 하이브리드 형성 및 라이게이션에 의한 닉(nick)의 연결 후에 생성되는 DNA 중의 모든 염기서열들이 그의 상보서열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DNA를 의미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르면, 빈 논리절이 생성될 때, 직쇄상 구조로 DNA에 논리절을 표현할 경우, 두 개의 DNA 가닥으로 이

루어진 이중 가닥 DNA가 얻어지는 반면, 헤어핀 구조 및 가지가 있는 구조로 DNA에 논리절을 표현하였을 경우, 하나의

DNA 가닥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이중 가닥의 DNA가 형성된다(도 4a, 4b 참조).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논리절의 코딩 방법과, DNA 컴퓨팅에 의해 구현된 도출 반박법을 이용한 정리증명 문제 해법에 대

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시예는 예시일 뿐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본 실시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정리증명 문제의 일례는 도 1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후술하는 실시예에서는 P∧Q

⇒ R, S∧T ⇒ Q, S, T 및 P가 공리로서 주어졌을 경우, R이 이 공리들로부터 논리적으로 올바르게 유도되는 결과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P ⇒ Q 및 P가 공리로서 주어졌을 경우, Q가 이 공리들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결과인지에 대해서, 본 발명

의 DNA 컴퓨팅을 이용하여 도출 반박법을 통해 판명하고자 한다. 종래의 논리학적 지식에 따르면, P∧Q ⇒ R은 ￢P∨￢

Q∨R로 나타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S∧T ⇒ R은 ￢S∨￢T∨R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도 1에 예시된 정리 증명 문

제는, 논리곱 정규식 [(￢P∨￢Q∨R)∧(￢S∨￢T∨R)∧S∧T∧P∧￢R]에 도출법을 적용하여 빈 논리절을 생성할 수 있

는지에 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P ⇒ Q도 ￢P∨Q로 나타내어질 수 있으므로, 도 2에 예시된 정리 증명 문제는, 논리곱

정규식 [(￢P∨Q)∧P∧￢Q]에 도출법을 적용하여 빈 논리절을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1. 직쇄 구조 DNA 상에서의 논리절의 표현

  본 실시예에 있어서, 각각의 논리구는 15mer ssDNA로 전술한 네 종류의 조건을 고려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염기 서열

생성기인 NACST/Seq를 이용하여 생성된다. NACST/Seq의 구체적인 염기서열 생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성하고자 하는 염기서열의 길이와 개수를 정한 다음, 이에 따라 정해진 개수의 개체(individual)를 임의로 생성한

다. 각 개체는 생성하고자 하는 개수의 염기서열 집합을 말한다. 다음으로, 각각의 개체에 대하여 상술한 네 종류의 조건

각각에 대하여 적합도를 계산한 다음, 계산된 적합도에 따라 다음 세대의 생성에 사용될 개체들을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적합도가 높은 개체는 그렇지 못한 개체보다 선택될 확률이 높도록 한다. 선택된 개체들 중에서 두 개체씩 정해진 확률로

교차 연산(crossover operation)을 통해 새로운 두 개체를 생성하고, 그 외의 개체들은 그대로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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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다시 정해진 확률로 임의의 개체에서 임의의 위치에 변이 연산(mutation operation)을 수행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생

성된 개체들이 다음 세대의 개체군을 이루며, 이들에 대하여 앞서와 마찬가지로 선택 및 교차, 변이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적합도가 낮은 개체에 대응하는 염기서열 집합은 선택 과정에서 제외되어 사라지

게 되고 차츰 적합도가 높은 개체만이 남게 되고, 이 중에서 사용자가 염기서열 집합을 취사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

정된다. 논리절을 나타내는 서열들은 도 8에 예시된 바와 같다. 생성된 DNA는 가지형태의 구조가 아닌 직쇄 구조의 형태

를 갖는다.

  2. 헤어핀 구조 DNA 상에서의 논리절의 표현

  본 실시예에 있어서, 각각의 논리구는 고유한 서열을 5mer로 생성되고, 가지를 이루는 경우, 각 가지의 길이가 끝의 단일

가닥 부분을 제외하면 5bp의 이중 가닥이 되도록 설정된다. 헤어핀 구조를 이루는 경우에는 이중 가닥을 이루는 부분이

5bp, 핀 머리에 해당하는 휘어진 부분이 6mer가 되도록 설정된다. 염기서열은 위의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염기서열 생성

기인 NACST/Seq를 이용하여 도 2의 문제에 맞도록 생성된다. 생성된 서열은 도 9에 도시된다. 도 9에 도시된 서열에서

논리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문자로 표시되었다. 도 2의 문제에서 ￢Q가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의 부정이므로, ￢Q는 가지

나 헤어핀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표시되었다.

  3. DNA 컴퓨팅에 의한 정리 증명 문제의 해법

  도 1과 2는 주어진 논리식과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에 대하여 정리 증명 문제를 도출 반박법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도 3은 DNA 컴퓨팅에 의해 도출 반박법을 이용하여 정리 증명 문제 해법을 구현하기 위한 전체 실험 절차를 나

타낸다. 한편, 정리 증명 문제 해법에 대한 실험 결과는 본 발명의 논리절 표현 방법 중 어느 것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하다.

도 4a와 4b는 두 가지 표현 방법 각각에 대한 실험 과정의 모식도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 따르면, 직쇄 구조의 DNA, 헤어핀 구조의 DNA의 최종해를 확인하는 단계는 하이브리드 형성 단계에서부터

겔 전기영동을 통해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모두 동일한 반응 조건에 의해 수행된다.

  1) 하이브리드 형성

  먼저, 도 8 또는 도 9의 염기 서열로 표현된 논리절에 해당하는 각각의 DNA 분자들을 100 pmol의 농도로 측정하여 최종

부피를 20μl로 맞추어 모두 하나의 반응 용기에 넣고, 정확한 온도제어 및 유지가 가능한 PCR 기기에서 온도를 95℃로 올

렸다가 16℃까지 1분마다 1℃씩 서서히 온도를 낮추면서 서로 상보적인 서열이 있는 부분끼리 결합한다. 이러한 하이브리

드 반응은 DNA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를 이용하여 유전자 발현의 정도를 탐지하고 이를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칩

으로의 응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DNA 마이크로어레이는 유리 기판 위에 수만개의 cDNA가 결합되어 있는 칩이다. 이

칩에 분석하고자 하는 질병의 RNA와 정상의 RNA를 각각 RT-PCR을 통하여 cDNA로 증폭한다. 증폭시, 서로 다른색의

형광시약으로 각각의 질병 cDNA, 정상 cDNA가 염색되며, 염색된 각각의 cDNA를 혼합하여 칩 위의 cDNA와 하이브리드

반응을 통하여 발현되는 유전자의 패턴을 고찰하여 볼 수 있다.

  2) 빈 논리절의 형성 여부 확인

  본 실시예에서 정리증명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리곱 정규식에 도출을 반복해서 적용한 결과 빈 논리절이 생성되면, 상기

하이브리드 형성에 의해 생성되는 DNA는 상보적인 서열의 결합에 의해 증폭된 이중 가닥의 구조(빈 논리절)로 생성된다.

  완전한 이중 가닥의 구조로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다.

  2-1) 라이게이션(Ligation)

  생성된 하이브리드 산물 내의 각 단일 DNA 사이에 존재하는 닉(nick)의 연결을 위해 T4 DNA 라이게이즈(T4 DNA

Ligase)와 반응 버퍼(50 mM Tris-HCl (pH 7.8), 10 mM MgCl2, 5 mM DTT, 1 mM ATP, and 2.5 ㎍/ml BSA)를 첨가

하고 반응액의 부피를 10μl로 하여 16℃에서 16시간 이상 반응을 통해 안정적인 라이게이션 반응물을 형성한다.

  2-2) 중합효소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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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술한 실시예에서와 같이 논리구들을 일렬로 연결하여 표현할 경우, 도 4a의 모식도에서 알 수 있듯이 최종해의 증폭은

빈 논리절에 해당하는 완전한 이중 가닥의 DNA를 확보하기 위해 PCR 기기에서 반응을 수행한다. 라이게이션 생성물을

양끝에 위치하는 각각 100 pmol의 S, ￢R 프라이머(primer)와 PCR 반응 용액에 첨가하고, 1 U의 Taq DNA polymerase

를 넣어 50μl의 반응액내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해의 증폭을 유도하기 위한 최적의 반응조건에서 반응을 수행한다. 첫

번째, 열변성(denaturation) 과정은 94℃에서 4분 동안 수행되며, 두 번째, 열변성은 94℃에서 30초, 어닐링(annealing)을

58℃에서30초, 연장(extension)을 72℃에서 30초 동안 25 사이클을 반복하여 수행되며, 세 번째, 연장 반응은 72℃에서

10분 동안 수행된다.

  2-3) 전기영동(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PAGE)

  증폭된 최종해의 확인은 이중 가닥의 DNA를 확인할 수 있는 15% PAGE에서 60V의 일정 전압을 유지하여 전기영동을

수행하고, 전기영동을 수행한 DNA를 염색 시약인 EtBr로 염색함으로써 UV 조명기(illuminator) 위에서 DNA 분자 마커

를 기준으로 하여 정확한 DNA의 크기인 75bp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술한 실시예에서와 같이 가지나 헤어핀 구조를 사용하여 논리절을 표현한 경우, 도 4b의 모식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빈 논리절에 해당하는 완전한 이중가닥의 DNA는 시작과 끝이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와 그 부정에 해당하는 서열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Q와 ￢Q에 해당하는 서열을 프라이머로 사용하여 PCR이 수행된다.

  3) DNA 컴퓨팅 결과 확인

  도 6은 논리구들을 일렬로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의 전기영동 결과를 보여준다. 본 실시예에서는 총 5개의 부울 변

수로 논리곱 정규식이 표현되었으며, 각 부울 변수는 15mer의 길이를 갖도록 설정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 빈 논리절

에 해당하는 완전한 이중 가닥의 DNA는 총 75bp 길이의 이중 가닥이 된다. 이러한 총 75bp의 이중 가닥 DNA의 밴드 형

성은 도 6에서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DNA 컴퓨팅에 의한 결과로, 주어진 공리들로부터 정리 R을 논리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순차적인 도출절 생성 반복에 의한 결과(도 1의 결과)와도 일치

하며, 병렬 연산 반응에 따른 다양한 생성물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도 7은 가지나 헤어핀 구조로 표현된 논리구들의 전기영동 결과를 보여준다. 본 실시예에서는 총 2개의 부울 변수

를 사용하여 논리곱 정규식이 표현되었으며, 각 부울 변수는 5mer의 길이를 갖도록 구현된다. ￢P∨Q는 2개의 가지를 갖

는 가지형 구조로 표현되며, 이중 가닥 부분이 5bp의 길이가 되도록 구현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 빈 논리절에 해당하

는 DNA가닥은 라이게이션 반응을 통해 46mer의 길이를 갖는 단일 가닥 또는 약 23bp의 길이를 갖는 이중 가닥이 될 것이

다. 그리고 PCR 증폭 결과 이중 가닥을 형성할 경우 46bp의 이중 가닥이 될 것이다. 이러한 46mer(23bp) 또는 46bp의

DNA 밴드 형성은 도 7에서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공리들로부터 Q를 논리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결론을 얻

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순차적인 도출절 생성 반복에 의한 결과(도 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전술한 정리증명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의 칩(chip)상에서 자동적으로 작동되도록 구현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혼합 단계, 코딩 단계, 하이브리드 형성 단계, 라이게이즈 단계, PCR 수행 단계, 및

전기영동 단계 등의 모든 단계가 하나의 칩상에서 용이하게 구현될 수 있으며, 이로써 보다 신속하고, 보다 편리하며, 보다

용이하게 정리증명 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로서, 질병 진단은 DNA 마이크로어레이 기술 등을 이용하여 환자에게서 진단하고자 하는 질병

과 연관된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탐지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환자가 특정 질병에 걸렸는지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이 때

연관 유전자의 발현 정도와 환자가 질병에 걸렸는지의 여부는 IF-THEN 등의 논리식으로 기술 가능하다. 예를 들어, A, B

라는 유전자가 정상인보다 많이 발현되고, C라는 유전자가 정상인보다 적게 발현되었다면, D라는 질병에 걸린 것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고 하자. 이것은 (A ∧ B ∧ ￢C) ⇒ D라는 논리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이를 논리곱 정규식으로 표현하면

￢A ∨ ￢B ∨ C ∨ D로 나타내어진다. 여기서 논리구 A, B, C는 각각 '유전자 A, B, C가 정상인보다 높게 발현되었다'라

는 명제를 표현하는 부울 변수이고, 논리구 D는 '질병 D에 걸렸다'라는 명제를 나타내는 부울 변수이다. 이제 한 환자의 유

전자 발현 정도 측정 결과가 A, B의 유전자가 높게 발현되고, C 유전자가 낮게 발현되었다면, 이 환자가 D라는 질병에 걸

렸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공리집합 {￢A ∨ ￢B ∨ C ∨ D, A, B, ￢C} 로부터 D를 논리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지

를 묻는 정리 증명 문제와 같다. 이 정리 증명 문제를 도출 반박법으로 풀어보면 빈 논리절이 생성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혼합 단계, 코딩 단계, 하이브리드 형성 단계, 라이게이즈 단계, PCR 수행 단계, 및 전기영동 단계 등이 구

현된 칩을 제작하여, 칩 내에 진단하고자 하는 질병을 진단하는 규칙을 넣은 다음, 환자의 유전자 발현 정보로부터 적당한

공리를 추가해서 넣어주면, 도출 반박법에 의해 해당 환자가 진단하고자 하는 질병에 걸렸는지의 여부를 알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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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형성 단계를 각 질병마다 별도의 공간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하나의 칩에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질병을

진단하거나, 하나의 칩으로 서로 다른 여러 명의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 하나의 칩에서 한 명의

환자에 대해 하나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존의 진단칩과는 차별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모든 논리식은 논리곱 정규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논리곱 정규식은 본 발명의DNA 컴퓨팅 방법

에 의해서 병렬적이면서 매우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본 발명에 따른 DNA 컴퓨팅 방법은, 실제 생활에 존재하는

매우 복잡한 정리 증명 문제를 특히 도출 반박법을 이용한 정리 증명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병렬적이면서 매우 효과적으

로 해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DNA 컴퓨팅 방법을 사용하여, 도출 반박법을 이용한 정리 증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질

병 진단이나 의사 결정 보조 시스템 등에 적용할 수 있고, 그 외의 분야에서도 이용될 수 있어,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DNA 컴퓨팅의 병렬성으로 인해, 간단한 실험 과정만으로도 정리 증명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칩 상

에서도 구현하기가 쉽고, 개인맞춤(point-of-care) 진단 시스템 등의 구축에 유용하다. 개인맞춤 진단 시스템은 진단용 지

능칩의 보다 응용된 형태이다. 개인의 DNA 정보, 건강상태, 생활패턴 등에 따라 진단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는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개개인의 정보를 암호화하여 진단용 지능칩에 저장해 놓고 환자의 시료와의 하이브리드 반응을 통해 이를

탐색하여 각 환자 개인에 가장 적합한 진단용 시약 등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혼 절(Horn clause)등 계산 문제 등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문제는 컴퓨터 알고리즘 등에 의해 해결되고 증명되

어 왔으며, 이는 실험적 입증이 아닌 컴퓨터 연산학적인 방법에 의해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반응을

실제 생화학 반응에 따른 실험 결과로 구현하여 시험관내(in vitro)의 직접적 증명 과정은 이전의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

었던 실질적인 발명의 산물이다. 이러한 연구는 정리증명 문제를 병렬로 수행하여 효과적인 연산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

궁극적인 DNA 컴퓨팅은실제 분자생물학적 실험 등을 통해 완성된다는 기본 개념에 근거하여 볼 때, 본 발명은 현 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리 증명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DNA 컴퓨팅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정리 증명 문제 해결 방법이,

  상기 정리 증명 문제에 사용되는 논리식을 DNA 분자로 표현하는 단계와,

  상기 표현된 DNA 분자를 합성하는 단계와,

  상기 합성된 DNA 분자들을 화학 반응시키는 단계와,

  상기 화학 반응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정리 증명 문제의 해답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논리식을 DNA 분자로 표현하는 단계는, 상기 논리식의 긍정적 논리구를 소정 염기서열을 갖는 DNA 분자로 생성하

고, 상기 긍정적 논리구에 대한 부정적 논리구는 상기 긍정적 논리구를 표현하는 DNA 분자에 대해 상보적 염기서열을 갖

는 DNA 분자로서 생성하며, 다수의 논리구의 결합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하나의 논리절은 상기 긍정적 논리구 및/또는

부정적 논리구를 표현하는 DNA 분자들이 단일가닥 DNA로 연결되어 표현되는 단계들을 포함하며,

  상기 합성된 DNA 분자들을 화학 반응시키는 단계는, 각 논리절을 나타내는 DNA들의 혼합물을 하이브리드 형성하는 단

계와, 상기 하이브리드 형성된 DNA의 닉(nick)을 연결하여 결합시키는 단계와, 상기 결합 단계에서 얻어지는 DNA를 주형

DNA로 하여 중합효소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DNA 컴퓨팅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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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염기 서열의 배열은 다중 목적 함수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NA 컴퓨팅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이브리드 형성된 DNA의 닉(nick)을 연결하는 방법은 라이게이즈(ligase)를 이용하는 것인

DNA 컴퓨팅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PCR 수행에서 얻은 PCR 산물의 크기에 기초하여, 상기 DNA 분자들의 화학 반

응 결과 완전한 이중 가닥 DNA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상기 완전한 이중 가닥 DNA가 생성된 경우 상기 정리 증명 문

제가 참이라고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DNA 컴퓨팅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PCR 산물의 크기는 전기영동에 의해 측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NA 컴퓨팅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DNA 논리식의 논리절을 나타내는 DNA는 가지형 구조를 갖고, 상기 가지형 구조의 끝에 논리구를 나타내는 단일

가닥의 염기서열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DNA 컴퓨팅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가지형 구조에서 상기 가지의 수는 상기 논리절에 포함된 논리구의 수와 같도록 설정되며 각 가지의 끝에는 단일 가

닥의 서열이 위치하되 염기배열은 상기 가지에 해당하는 논리구의 서열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NA 컴퓨팅 방

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DNA 논리식의 논리절을 나타내는 DNA는 헤어핀(hairpin) 구조를 갖고, 상기 헤어핀 구조의 끝에 논리구를 나타내

는 단일 가닥의 염기서열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DNA 컴퓨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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