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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컴퓨팅 기법은 실제 생체 분자(bio- molecule)를 계산의 도구로 사용하는
새로운 계산 방법으로, 진화 연산과 결합하여 인공지능의 새로운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에서 연구해 오던 방법들은 진화연산이나 신경망처럼 대부
분 생물학에서 개념만을 도입해서 계산 모델을 만들고, 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적
절히 변형한 후 구현하였다. 그러나 DNA 컴퓨팅은 분자 생물학과 유전 공학의 발
달에 힘입어 생체분자를 실제로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분자수준에서의 컴퓨팅
방식은 그 고유의 초고집적도의 정보 저장 능력 및 생화학 반응에 의한 정확하고
도 초병렬적인 연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세포 수준 위 단계에서의 진화 연산 모델
보다 생체 컴퓨터로서의 구현 가능성이 높고 기술적인 파급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도 DNA 분자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막대한 병렬성을 이용
해서 NP- complete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응용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제 생체 분자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계산 모델이 개발되지 않아
서 기본적인 형태의 계산 모델만이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DNA 컴퓨팅
기법들은 계산 효율이 비교적 좋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DNA 컴퓨팅에 적합한 계
산 모델로 분자 프로그래밍(Molecular P rogram m ing , MP)라는 새로운 계산 모델을
제안한다. 분자 프로그래밍은 진화 연산의 한 종류인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기반으
로 한 연산 방법으로 DNA 컴퓨팅이 사용하는 생체 분자의 계산 속도와 막대한
집적도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유전자 알고리즘과 기타
인공 지능의 기법을 결합하여 주어진 문제를 DNA 염기배열로 표현하는 코드 최
적화 방법(code optimization m ethod)을 제안한다. 코드 최적화를 통해서 계산에
사용되는 코드인 DNA 염기배열을 최적화하여,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계산 효
율도 역시 높일 수 있다. 또한 NACS T (Nucleic Acid Com puting S im ulation
T oolkit)라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이처럼 DNA 컴퓨팅 기법을 개선한 후 조합 최적화 문제에 적용하였다. 해밀토
니안 경로 문제(hamiltonian path problem ), 최대 클리크 문제(m ax im al clique

problem ), 순환 판매원 문제(travelling s alesm an problem ) 등을 해결하여 실험적으
로 검증하였다.

주 제 어 : DNA 컴퓨팅, 분자 프로그래밍, 코드 최적화 기법, 진화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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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연구 배경
최근 들어 분자 생물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생체 분자(bio- molecule)를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고자 하는 DNA 컴퓨팅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DNA 를 계산의 도구로 사용하자는 생각은 1950년대부터 있어왔으나,
1994년 Adlem an이 NP- com plete 문제인 해밀토니안 경로 문제(Hamiltonian Path
Problem s, HPP)를 생물학 실험 과정만으로 해결해 보임으로써 새로이 부각되기
시작했다[Adlem an- 94]. Lipton은 DNA 컴퓨팅 방법을 사용하여 N 개의 이진 입력
을

가지고 G 개의

논리

게이트(AND,

satisfiability(S AT ) 문제도 N +

OR,

or

NOT )를

가지는

어떠한

G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Lipton- 95], Ouyang , Kaplan, Liu, Libchaber는 역시 NP- complete 문제중 하나인
최대

클리크

문제(Maxim al

Clique

Problem ,

MCP)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Ouyang - et- al- 97].
이처럼 DNA 컴퓨팅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DNA 분자가 가지고 있는 막
대한 병렬성에 있다. DNA 컴퓨팅 기법에서는 DNA 분자 각각을 계산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DNA 분자는 1g 정도의 액체에 대략 3

22

10 개정도 존재한다. 즉, 막

대한 병렬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병렬 컴퓨터로써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병렬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병렬성을 이용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
산 기법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NP- com plete 문제들과 같은 여러 가
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DNA 컴퓨팅은 생체 분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의 연산자를
사용할 수 없고, 분자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실험 방법들을 연산의 도구
로 사용하여야 한다. 즉, 일반적인 컴퓨터의 연산자와는 전혀 다른 연산자를 사용
할 수 있고, 생체 분자의 특성(계산 속도와 집적도)을 활용할 수 있는 계산 모델이
필요하다. 기존의 여러 가지 계산 모델 중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델로는
진화 연산(evolutionary

com putation)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Zhang &S hin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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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äck- et- al99].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진화 연산 모델들은 주로 개체 수준을 진
화의 대상으로 보고 군집을 만들어 진화를 모델링하였으며, 소프트웨어를 주된 구
현 수단으로 생각하였다. 즉 진화 연산에서 사용하는 유전자 또는 염색체라는 용어
는 실제 생물학적인 객체와는 전혀 무관한 개념이었고, 추상적인 문제에 대한 해를
코딩하여 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진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DNA 컴퓨팅은 생체 분자를 실제로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진화 연산 모델을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DNA 컴퓨팅에 적합하도
록 수정한 새로운 계산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진화 연산을 기반으로 하여 생체 분자를 직접 표현할 수 있고, 생체 분
자의 계산 속도와 집적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계산 모델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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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내용
지금까지

몇

가지

계산

모델이

개발되었으나

대부분

단순하고

직접적인

(brute- force)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주로 이용되고
있는 단순한 형태의 기본적인 DNA 컴퓨팅 방법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선된 DNA 컴퓨팅 기법을 이용해 그래프 최적화 문제를 해결해 보이
고자 한다.
우선, DNA 컴퓨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해당 문
제점에 대한 극복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DNA 컴퓨팅 기법(S imple DNA Com puting , S DNAC)은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단순히 가능한
모든 해를 생성하고 그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해를 삭제해서 최후에 남는
해를 최종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한
다면 계산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진화 연산 방법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DNA
컴퓨팅 방법을 결합하여 분자 프로그래밍(Molecular Program m ing, MP) 기법을 개
발하였다.
두 번째 문제점은 주어진 문제를 DNA 염기배열로 변환하는 효율적인 표현 방
법(encoding m ethod)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실제 생물학 실험으로 해답을 찾
은 대부분의 연구[A dlem an- 94, Guarnieri- et- al- 96, Ouyang - et- al- 97]들은 DNA
염기배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작위 표현 방법(random encoding
m ethod)을 사용하고 있다. 무작위 표현 방법은 DNA 염기배열의 길이를 주어진 문
제를 표현할 수 있고 오류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정돌 충분히 길게 결
정한 다음 임의의 염기배열을 배열하여 문제를 표현한다1) . 그러나 이러한 무작위
표현 방법은 표현할 수 있는 문제의 크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임의의 염기
배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생물학 실험 과정
중에서 잘못된 결과를 보일 확률이 높다[Deaton- et- al- 98, Ros e- et- al- 99].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문제 표현 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Deaton et al.[Deaton- et- al- 97]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진화 연산 방법을
1) 개략적인 문제 표현 방법은 3.3절 코드 최적화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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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코드 최적화 방법(code optim ization m ethod)을 제안한다.
이처럼 개선된 DNA 컴퓨팅 기법을 이용해서 조합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특히 그래프 최적화 문제를 해결해서 개선된 DNA 컴퓨팅의 성능을 검증해
보이겠다. 실험을 위해서 NACS T (Nucleic Acid Com puting S im ulation T oolkit)라
는 DNA 컴퓨팅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고, 본 논문의 모든 실험은 NACS T 에서 수
행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DNA 컴퓨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것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분자 프로그래밍에 대
해서 설명하며, 4장에서는 DNA

컴퓨팅 시뮬레이터인 NACS T (Nucleic

Acid

Com puting S im ulation T oolkit)을 소개한다. 5장에서는 분자 프로그래밍을 검증하
고, 6장에서는 코드 최적화 방법의 효율을 확인한다. 그리고 7장에서는 개선된 기
법을 이용해서 그래프 최적화 문제 중의 하나인 순환 판매원 문제(trav elling
salesm an problem )를 해결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8장에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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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N A 컴퓨팅
2.1 DN A 컴퓨팅의 기본개념
기본적으로 DNA 컴퓨팅 기법은 실제 생체 분자인 DNA을 계산의 도구 및 정
보 저장 도구로 사용한다. 따라서 가상의 DNA 컴퓨터는 A(Adenine), C(Cytos ine),
G(Guanine), T (T hym ine), 4가지 염기로 정보를 표현한다. 즉, 2진수를 사용하는
현재 컴퓨터와는 달리 4진수를 사용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림 2.1에 각 염기가 나
타나 있다. 그림 2.1에서 알 수 있듯이 A는 T 와 2개의 수소 결합을 형성하면서 결
합하고

C는

G와

3개의

수소

결합을

형성하면서

결합하는데,

이것을

W atson- Crick 상보 결합이라고 한다[W ats on- et- al- 92]. 자료 구조로는 DNA 구조
인 이중가닥(double strand)이나 단일가닥(single strand)을 사용한다. 정보를 저장

그림 2.1

Adenine, T hymine, Guanine,
Cyto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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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추출하는 기본 방법은 W atson- Crick 상보 결합이다. 그림 2.2가 DNA의 구조
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DNA는 3’- 5’ 또는 5’- 3’의
방향성을 가지며, 서로 반대 방향(3’- 5’ vs. 5’- 3’)끼리 결합을 형성한다.

그림 2.2 DNA 구조

일반적인

연산자로는

생물학

실험

방법들인

결찰법(lig ation),

서냉복원법

(annealing ). 하이브리드형성(hybridization), 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 erase Chain
Reaction, PCR), 겔 전기 영동법(g el electrophoresis), 항체 친화력반응(antibody
affinity) 등과 여러 가지 효소(enzym e)들을 사용한다[사전][용어집]. 만약 새로운
실험 방법이 개발되면 새로운 연산자가 개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연산자에 대해서는 3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일반 컴퓨터와 가상의 DNA 컴퓨터를 개략적으로
그림으로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이 그림 2.3에 나타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생각해보면서 그림을 살펴보면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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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일반 컴퓨터와 가상 DNA 컴퓨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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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N A 컴퓨팅의 특징
서론에서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DNA 컴퓨팅의 특징과
장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DNA 컴퓨팅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막대한 병렬성을 이용해서 주
어진 문제의 탐색 공간을 전부 탐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알고리즘은 하
나의 해를 유지하면서 그 해를 주어진 연산자를 이용해 개선해 나가면서 최종해를
찾는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DNA 컴퓨팅 알고리즘은 이와는 달리 많은
수의 해를 유지하면서 연산자를 적용한 후 생성된 많은 수의 해 중에 최종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발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진화 연산과 유사하지
만, 개체군의 크기에서 진화 연산 개체군 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또한 기
본적인 DNA 컴퓨팅 알고리즘에서는 해를 진화시킨다는 개념이 없이 한번의 과정
을 통해 모든 가설 공간을 탐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그림 2.4에

알기 쉽도록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해 놓았다.

그림 2.4 일반적인 알고리즘과
DNA 알고리즘의 비교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많은 수의 해를 이용해 가능한 모든 탐색 공간을 탐색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알고리즘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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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DNA 컴퓨터는 계산 속도나 계산 효율에서도 우수하다. 우선 계산 속
6

도 측면에서 보면, 일반 PC는 초당 10 번의 계산을 할 수 있고 슈퍼컴퓨터라 할지
12

14

라도 초당 10 번의 연산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DNA는 대략 초당 10 번의 계산
이 가능하다[Deaton&Karl- 99]. 계산 효율의 측면에서도 슈퍼컴퓨터는 1 J당 10 19번
의

연산이

가능하나,

DNA를

사용하면

1 J당

14

10 번의

연산이

가능하다

[Deaton&Karl- 99].
셋째로, DNA의 막대한 병렬성을 계산에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보를 저
장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비디오 테이프인 경우 1 bit를 저장하
기 위해서

12

10 nm 3이 필요하지만, DNA를 사용하면 단지 1nm 3만이 필요하다

[Deaton&Karl- 99].
이처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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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N A 컴퓨팅에서 사용되는 연산자
이 절에서는 연산자인 여러 가지 실험 과정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
다[Brow n- 95, W atson- et- al- 92].

1) 하 이 브 리 드 형 성 ( Hy bridization)
각 염기들이 상보적인 염기2) 들과 서로 결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서 2개의 단일 가닥 사슬이 결합하여 1개의 이중 가닥 사슬을 형성할 수 있다. 그
림 2.5에 구체적인 예가 제시되어 있다. 5′- 3′은 DNA 염기배열의 방향성을 나
타낸다.

그림 2.5 하이브리드 형성

2) 결 찰 법 ( Lig ation)
점착말단(sticky end)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긴 사슬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림 2.6에 예시되어 있다.

그림 2.6 결찰법
2) A - T , C - G가 서로 상보적인 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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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 냉 복 원 법 ( A nnealing )
생물학적인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DNA 컴퓨팅에서는 결찰법 또는 하이브리
드 형성법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4) 중 합 효 소 연 쇄 반 응 ( P oly m eras e Chain Re ac tion, PCR)
특정 염기배열(sequence)을 가지고 있는 DNA를 그림 2.7에 나타나 있는 것처

그림 2.7 중합효소 연쇄반응
n

럼 2 (n: 반복 횟수)배만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그림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중
가닥을 단일 가닥으로 분해(m elting )한 후, 증폭시키고자 하는 염기배열의 상보 배
열을 추가하여 이중 가닥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다. 이 결과 하나의 염기배열이 2개
n

의 염기배열로 증폭된다. 이런 과정을 n 번 반복하면 2 배의 염기배열이 생성된다.

5) 겔 전 기 영 동 법 ( Ge l Electrophore s is )
특정 길이의 DNA 를 추출하는 기법이다. 그림 2.8에 실험 방법이 개략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DNA는 극성을 가지고 있고 염기 배열의 길이에 따라 서로 무게가
다르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양쪽에 서로 다른 극성을 주면 DNA 배열의 무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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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로 분리가 되고 원하는 길이의 DNA 염기배열을 추출해 낼 수 있게 된다.

그림 2.8 겔 전기영동

6) 항 체 친 화 력 반 응 ( A ntibody A ffinity )
전체 염기배열 중에서 특정 염기배열을 가지고 있는 DNA를 선택하는 방법이
다. 항체 반응을 이용해 특정 염기 배열을 구분하는데 그림 2.9에 그 과정이 묘사

그림 2.9 항체 친화력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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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7) 효 소 ( Enzy me ) 반 응
DNA 컴퓨팅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효소가 사용된다. 그 중에서도 주로 사용
되는 효소는 결찰법에서 사용되는 라이기즈(lig ase)이고, 제한 효소(restriction
enzym e)도 많이 사용된다. 제한 효소는 특정한 부분을 인식하여 이중 가닥 사슬을
쪼개서(cleav e) 단일 가닥 사슬로 만든 후, 다른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
한 효소의 예와 각 효소의 절단 형태가 그림 2.10에 나타나 있다.

그림 2.10 제한 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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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DN A 컴퓨팅의 응용
A dlem an이 HP P을 해결한 이래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표 2.1
에 개략적인 분야가 정리되어 있다.
표 2.1 기존의 DNA 컴퓨팅 관련 연구
· NP- com plete 문제의 해결
· T uring m achine 구현
· F inite state m achine 구현
· Boolean circuit 구현
· DNA의 정보 저장 능력을 이용한 연상 정보 저장 장치 구현
· 암호 해독 방식에 응용
· 추론 엔진 개발
· DNA를 이용해서 유전자 알고리즘 구현
현재 제일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계산학적으로 난제인 NP- com plete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실험을 통
해서

알고리즘을

검증한

것은

Adlem an의

ham iltonian

path

problem

해결

[Adleman- 94], Ouyang 등의 m ax im al clique problem 해결 등[Ouyang- et- al- 97]
이 대표적이고, 이 외에도 W ood, Chen, Antipov 의 max

1‘s

problem

해결

[W ood- et- al- 99], Yoshida와 S uyam a의 breadth first search방법을 이용한 3- S AT
문제의 해결[Yoshida&S uyam a- 99] 등이 있다. 이 외에 방금 소개한 논문 등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도

많이

제안되었다[Zhang &S hin- 98a,

Zhang&S hin- 98b, Miro- Julia- 99].
그리고 DNA를 이용해서 실제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가상 장치인 튜링 기계
(turing m achine)를 구현한 예[Rotherm und- 96, F risco- et- al- 98]도 있었으며, 유한
상태 기계를 만들고자 한 시도도 있었다[Rose- et- al- 97]. 최근에는 W hiplash PCR
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이용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유한 상태 기계를 구현하려는
시도가 부각되고 있다[Nishikaw a&Hag iya- 99, W infree- 98a].
이처럼 추상적인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도 있지만, 실제로 회로를 만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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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도 많이 되고 있다. 특히 불리언(boolean) 회로를 DNA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DNA

컴퓨팅의

[Og ihara&Ray- 99]과

함께

실제적

응용이

활발히

연구되고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있다[Am os- 97,

예상

Am os- et- al- 98,

Og ihara&Ray- 98]. 이 외에 그리고 DNA Adder를 만들고자 한 연구도 있었다
[Guarnieri- et- al- 96].
DNA의 정보 저장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DNA를 이용한 연상 정보 저장 장치
(associative m em ory)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으며[Baum - 95], 최근에는 DNA를
이용하여 전문가 시스템 같은 곳에서 추론을 하도록 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W asiew icz- et- al- 99]. 그리고, Boheh, Dunw orth, Lipton은 암호 알고리즘인
DES 알고리즘을 DNA 컴퓨팅 기법으로 해독하기도 했다[Boheh- et- al- 96].
또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DNA를 이용한 실험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오류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생체 분자
로

구현하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만들고자

Deaton- et- al- 97, W ood- et- al-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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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가

있다[Blum berg- 96,

2.5 DN A 컴퓨팅 알고리즘의 문제점
DNA 컴퓨팅 알고리즘은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
들이 몇 가지 있다[Maley- 98].
첫 번째, 기본적으로 생물학 실험을 연산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많
이 소요된다. 2.2절에서 설명한 것과 모순되는 듯하나, 실제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는 실반응 시간외에 준비 시간 등의 부차적인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Adlem an이 HPP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실험에서, 하이브리드 형성과정 또는 결찰
법 등의 연산을 하는 경우 4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일이라는 시간이 소비되었다[Adlem an- 94]. 그러나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알
고리즘들이 개발되고 있고, 새로운 실험 방법들도 소개되면서 계산 시간을 단축시
키고 있다. 또한 현재 계산 알고리즘과 달리 복잡도에 따른 시간 증가가 거의 없어
서 대부분의 경우 상수 시간에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W infree- 98a, W infree- 98b]
에 위의 단점은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연산이 정확하지 않다. 생물학 실험들은 확률적이고 통계적으로 정
확하게 반응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 가정은 생물학에서는 큰 지장이 없지
만, 실험 방법들을 연산자로 사용하는 DNA 컴퓨팅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종해를

발견하였는데도

해가

없다고

하거나(false

negativ es), 적절한 해가 아는데도 최종해라고 판단하는(fals e positives) 등의 오류
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오류들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킨 후에 계산을
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그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만 한다.
발생 가능한 오류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DNA 컴퓨팅에서
유의해야

할

반응

오류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형성

오류

(hybridization m ism atch), 추출 오류(ex traction errors) 등이 대표적이다. 추출 오
류는 염기배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염기배열을 추
출하는 오류로, 최종적으로 해를 판단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주어 최종해 존재 여
부를 잘못 판단하게 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형성 오류는 세분하여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잘못된 결합(m ism atched hybridization)
W ats on- Crick 상보성에 어긋나게 결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A가 T 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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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G나 C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헤어핀 결합(hairpin hybridization)
하이브리드 형성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앞의 그림에서 예시된 것처럼 2개의 단
일 가닥이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 가닥이 휘면서 결합하는 경우이다.
그림 2.11에 예시되어 있다. 그림에서처럼 “ATGCAAGACGTGCGCAGGCACTT”이라
는 염기배열이 머리핀 모양으로 휘면서 염기배열의 끝부분인 “CTT"가 배열 중간의
”AAG"와 결합을 하면서 이중 가닥을 형성하는 경우에 이를 헤어핀 결합이라고 한
다.

그림 2.11 Hairpin m is match
그런데, 최근에는 이 오류를 이용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시도가 있
다. W hiplash P CR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이용해서 헤어핀 결합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오류를 이용해서 유한 상태 기계 등을 설계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Nishikaw a&Hag iya- 99][W infree- 98a].
·결합 위치 이동(S hifted Hybridization)
정상적으로 결합해야 할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결합을 하는 것을 의미하
는데 즉, 적합한 곳이 아닌 부분에서 잘못된 결합을 형성하면서 이중 가닥을 형성
하는

것이다.

그림

2.12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ATGCCGTAAC"와

“TACGGCATTG"가 결합을 형성하는 것이 정상인데, “GGCATTGCAA"란 염기배열
이 원래는 “ATGCCGTAAC"와 결합을 할 수 없으나 우측으로 3염기만큼 이동한 다

그림 2.12 S hifted Mism 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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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초기 해 생성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생성될 수 없
는 해를 생성하여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염기배열을 최적화해서 오류가 발
생될

가능성을

미리

제거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고[Deaton- et- al- 97,

Garzon- et- al- 97, Zhang&S hin- 98a, Zhang&S hin- 98b, S hin- et- al- 99], 연산자들인
실험

방법들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도

[Deaton- et- al- 98, Ros e- et- al- 99, Yam am oto- et- al-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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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II. Mole cular Prog ramming
3.1 기본적인 DN A 컴퓨팅 알고리즘
DNA 컴퓨팅 알고리즘을 간략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표 3.1 단순화한 DNA 컴퓨팅 알고리즘
1) 표현 방법 결정(Encoding): 분자 구조를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한
표현 방법 결정
2) 초기화(Initialization): 결정한 표현 방법을 반영한 분자들을 생성
3) 합성(S ynthesis): 결찰법 등의 연산자(실험과정)를 이용하여 가능한 모
든 초기 해집합을 생성함
4) 분리(S eparation): 생성된 초기해 집합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
는 해들을 분리해 냄
5) 최종해 발견: 분리 과정 이후 존재하는 해들을 최종해라고 판단함.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DNA 컴퓨팅 알고리즘은 4단계로 구성된
다. 합성(S ynthes is )과 분리(S eparation) 과정이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합성과 분리 단계는 단순히 생성(generation)하고 검사(test)한다는 과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개
선한 방법을 3.2절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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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Molecular Prog ramming
기본적인 DNA 컴퓨팅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분자
프로그래밍(Molecular Prog ram m ing, MP) 기법을 제안한다. 표 3.1에서처럼 단순히
한번의 ‘합성 - 분리’ 과정을 사용하여 해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 알고리즘
의 중요한 개념인 ‘진화(E volution)' 를 사용하여 해를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분자 프로그래밍은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해서 DNA 컴퓨팅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법으로[Zhang&S hin- 98a], 유전자 프로그래밍이 “dig ital
컴퓨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생성하기 위해서 “자연적인(natural)” 진화의 기
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분자 프로그래밍은 “biocom puter"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인공적인(artificial)” 진화의 기법을 사용한다. 다만 유전자 프로그
래밍은 트리 형태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지만 분자 프로그래밍은 앞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 등의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분자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인 DNA 컴퓨팅 방법처럼 단순히 가능한 모든 해를 만들고
적합한 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프로그래밍처럼 적극적으로 해를 진화시키
면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그런데,

유전자

알고리즘(g enetic

algorithm )이 아닌 유전자 프로그래밍(g enetic program m ing ) 방법을 사용한 것은
해의 표현 형태가 DNA 염기배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형적이지만, 해의 길이는
가변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유전자 프로그래밍이 DNA 컴퓨팅에 좀 더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분자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표 3.2에 나타나 있다. 표 3.1과 비교해
보면, 합성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해를 생성한 후 분리 과정에서 단순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성 과정을 단축시키고 단축된 합성 과정에서 생성된 부분해들에 대
해서 분리 과정 중 일부를 적용해 최종해가 될 가능성이 없는 부분해들을 미리 삭
제한다. 즉, 합성과 분리의 일부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해를 원하는 방향으로 진화
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문제를 표현하기 위한 코드 최적화 과정도 추가하였다. 즉,
표 3.1의 DNA 컴퓨팅 과정 중 표현 방법 결정을 제외한 모든 과정을 개선하여
DNA 컴퓨팅의 효율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각 방법은 5장, 6장, 7장에서 주어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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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Molecular Prog ram ming
1) 표현 방법 결정(Encoding ): 분자 구조를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한
표현 방법 결정
2) 초기화(Initialization): 결정한 표현 방법을 반영한 분자들을 생성
While ( cy c le c

c m ax ) do

3) 합성(S ynthesis ): 결찰법 등의 연산자(실험과정)를 이용하여 가능한
모든 초기 해집합을 생성함
4) 분리(S eparation): 생성된 초기해 집합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해들을 분리해 냄
5) 최종해 발견: 분리 과정 이후 존재하는 해들을 최종해라고 판단함.
제에 따라 설명을 하겠다. 우선 코드 최적화의 기본적인 가정과 개념을 다음절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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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코드 최적화
여기서 코드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표현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가
지고 있는 염기배열(DNA sequence)을 의미한다. 코드 최적화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선 가장 기본적인 코드 표현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제에 따라 아주
다양한 표현 방법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Adlem an의 그래프 표현 방법을 기준으
로 설명하겠다. 본 논문에서도 대상 문제를 그래프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이 방법
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다.
만약에 염기배열의 길이( l)를 20bp(base pair, 염기쌍)로 고정한다면 그래프 정
점 i 를 표현하기 위해 각각의 길이가 10bp( l/ 2)인 2개의 “위치 염기배열(position
sequence) ”, P i1, P i2를 사용한다. 그림 3.1에 예가 제시되어 있다. 3′- 5′는 DNA
염기배열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3.1 정점 염기배열의 예
간선 i

j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간선 i

j가 연결하는 두 정점 i , j의 위

치 염기배열을 이용하는데, 정점 i 의 3’- end 10bp의 상보 염기배열(com plem entary
sequence)인

P i2 와 정점 j의 5’- end 10bp의 상보 염기배열인

그림 3.2에 설명되어 있다.

O는 특정 염기배열

P j1 를 사용한다.

O 의 왓슨- 크릭 상보 염기배열

(W ats on- Crick complem entary s equence)을 의미한다.
그래프의 경로는 정점 염기배열들이 상보적인 간선 염기배열을 사용해 결합을
형성하면서 생성하게 된다. 그리고 생성된 부분 경로들끼리 더욱 긴 경로를 생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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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간선 염기배열의 예
기도 하고, 부분 경로 염기배열과 정점 염기배열이 결합하기도 하면서 최종 경로를
생성해 나간다. 그림 3.3이 정점 i와 j가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 결찰법을 이용한 경로 생성의 예

이처럼 코드 표현 방법이 결정된 후에 코드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
으로 유전자 알고리즘을 도입하였다. 순환 판매원 문제에는 언덕 오르기(Hill
Clim bing) 방법을 유전자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사용하였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유
전자 알고리즘만으로 코드를 최적화하였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적합도는 기본적으로 그 코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횟수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0이 최적의 적합도가 된다. 모든 문제
에 공통으로 적용한 오류는 하이브리드 형성 오류(hybridization m is match)와 위치
이동 결합(s hifted m ism atch)이다. 하이브리드 형성 오류를 검사할 때 실제 생물학
실험과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의 확률로 측정 오류를 일으키도록 했다. 즉, 정
상적인 결합이지만 오류라고 하거나, 오류이지만 정상적인 결합이라고 판단하는 것
이다. 위치 이동 결합 검사 때는 가능한 모든 위치 이동을 다 검사하였다. 문제에
따라 적합도의 정의가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자세한 정의는 6장을 참고하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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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다.
코드 최적화의 목적은 2.5절에서 설명한 DNA 컴퓨팅의 문제점을 가능한 한 미
리 제거하여 계산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세한 코드 최적화 방
법은 6장과 7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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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N A CS T
앞에서도 강조하였지만 DNA 컴퓨팅은 실제 생물학 실험 방법들을 연산자로
사용한다. 따라서 연산 비용과 시간이 일반 컴퓨터에 비해서 아주 많이 필요하게
된다. 우선 고가의 실험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각종 소모성 재료들이 필
요하다. 필요한 장비가 모두 있다고 가정할 때도, 한번 계산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만이 대략 100만원 가량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계산 시간을 살펴봐
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A dlem an이 HPP를 해결하는데 7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고 한다[Adlem an- 94]. 즉, 문제를 한번 해결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
기 때문에,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또는 새로운 문제 표현 방법들을 검증하
는 것이 힘들게 된다. 따라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해서 DNA 분자 실험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물학 실험을 시뮬레이션하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연산자인 실험 방법들이 오류의 가능성을 항상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 방법이 정확했더라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계산 모델
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모델의 정확도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개발
된 모델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미리 검증을 한 후 실제 실험을 통해 재검증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계산 모델의 상태를 관찰하여 오류가 최소
화되는 모델을 개발하면, 실제 생물학적 반응에서도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
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NACS T (Nucleic Acid Com puting S im ulation T oolkit)라는 시뮬
레이터를 개발하였다. NACS T 의 개념적인 도식은 그림 4.1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
서 알 수 있는 것처럼 NACS T 는 코드 최적화 부분(DNA s equence g enerator,
DNA sequence optim izer)과 시뮬레이터 엔진(NACS T eng ine), 그리고 사용자 환
경(GUI)과 제어 부분(controll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드 최적화 부분에서는 실험
에 사용되는 코드인 DNA 염기배열을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해 최적화한다. 시뮬
레이터 엔진은 각종 실험 방법들을 시뮬레이션하는데, 현재까지 NACS T 가 시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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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NACS T 의 개념적 형태
이션할 수 있는 실험 과정들이 표 4.1에 나타나 있다. 사용자 환경 부분은 사용자
가 실험 환경을 조작하고, 필요로 하는 실험 방법들을 선택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제어 부분에서는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실험
과정들을 제어한다. 주요 기능은 표 4.2에 간략히 나타나 있다.
NACS T 는 C++로 구현되어 구현하였고, 아직 전부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계로 MS W indow s상에서 동작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ANS I C++
의 함수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MS W indow s 혹은 UNIX, LINUX 등 어떤 환경
에서도 동작할 수 있다.
개발한 NACS T 를 통해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검증하는 데 요구되는 시
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고[Zhang&S hin- 98a, Zhang &S hin- 98b], 새로운 문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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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NACS T 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생물학 실험 방법들
·결찰법(Ligation)
·서냉복원법(Annealing)
·전기 영동(Gel Electrophoresis )
·제한 효소(Res triction Enzym e) 반응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하이브리드형성(Hybridization)
·항체 친화력반응(Antibody Affinity)

표 4.2 NACS T 의 주요 기능
·DNA 염기배열 표현 : A , T , G, C만으로 data을 표현
·상보적 결합(annealing) 및 분해(m elting )
·염기배열간의 반응 : 상보적 관계인 A - T , G- C 쌍 간의 결
합
·여러 실험 방법들 시뮬레이션 (표 4.1 참조)
·온도와 염기배열에 의한 에러비율의 제어
·각종 실험 변수들의 제어
현 방법을 개발하기도 하였다[S hin- et- al- 99].
최근에는 많은 연구팀들이 시뮬레이터의 필요성을 발견하여 시뮬레이터를 개발
하고 있다[Nishikaw a- et- al- 99, W infree- 98c]. 그러나 Nis hikaw a팀이 개발한 시뮬
레이터는 실제 DNA 염기인 A, C, G, T 를 사용하지 못하며, 실험 과정에서의 오류
제어가 불가능하다. 또한 중합효소 연쇄반응(PCR)만을 시뮬레이션하는 등의 범용
성이 떨어진다. W infree의 시뮬레이터는 생물학적 완성도는 높으나 역시 DNA tile
형성만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 이에 비해 NACS T 는 DNA 컴퓨
팅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실험 방법들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으며, 표 4.2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실제 DNA 염기배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표현하며 실험 과정
에서의 오류 제어가 가능해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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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염기배열 최적화 과정이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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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분자 프로그래밍 검증
분자 프로그래밍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고
자 한다. 기존의 기본적인 DNA 컴퓨팅 기법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는 해밀토니안
경로 문제와 최대 클리크 문제를 분자 프로그래밍 방법으로 다시 해결하여 분자
프로그래밍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DNA 컴퓨팅 시뮬레
이터인 NACS T 의 성능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5.1 해밀토니안 경로 문제
해밀토니안 경로 문제는 Adleman이 94년 S cience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해결한
문제이다[Adlem an- 94]. 가장 분명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선택하였다. 우선 해밀토니안 경로 문제에 대해서 정의하고, 실험 환경과 사용 알
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한 후, 실험 결과를 보일 것이다[Zhang&S hin- 98a]

1) 문 제 정 의
해밀토니안 경로 문제는 Garey와 Johns on의 책에 있는 정의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Garey&Johnson- 79].
방향 그래프 G = ( V , A )가 정점 집합 V 와 아크(arc)라고 불리는 순서가 있는
정점의 쌍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해밀토니안 경로는 방향 그래프
G = ( V , A )에서 1

i < n 일 때, n = |V |이고 ( v i , v i + 1 )

A 인 조건을 만족하는 정

점 V 의 순서 <v 1, v 2, . . . , v n >이다.
실험에 사용한 그래프는 Adleman이 S cience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그래프로, 그림 5.1에 나타나 있다. 모두 7개의 정점을 가지고 있고, 14개의
간선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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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ham iltonian path problem 예제 그래프

2) 실 험 환 경 및 알 고 리 즘
우선 3장에서 제시한 분자 프로그래밍(MP)의 효율을 판단하기 위해서 해밀토
니안 경로 문제(Ham iltonian P ath Problem, HP P)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적인 DNA
컴퓨팅 알고리즘(S im ple DNA Com puting S DNA C)과 분자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Molecular Prog ramm ing , MP )을 비교하였다[Zhang &S hin- 98a].
S DNAC와 MP 의 비교 기준은 신뢰성(발견한 해답의 수)이다. 신뢰성은 해가 존
재할 경우 해를 발견하는 능력을 비교하기 위한 척도이고, 본 논문에서는 NACS T
가 발견하는 최종해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표 5.1과 표 5.2에 S DNAC와
MP의 실험 조건들이 나타나 있다.
표 5.1과 표 5.2에서 P ool 크기는 생성 가능한 DNA 분자(oligonucleotide)들의
최대 개수이다. P ool의 크기에 한계를 둔 이유는 한계를 두지 않으면 Pool이 무제
한으로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 반응시간이 또한 같이 증가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반응 횟수는 Pool에서 DNA 분자들이 반응을 할 수 있는 최대
횟수를 의미한다. 이 실험에서는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응 횟수에 반영
하였다. 반복 횟수는 표 3.2에서 c
는 횟수이다.

c m ax 의 c m ax , 즉 합성·분리 과정을 반복하

하이브리드 형성 오류확률과 결찰법 오류확률은 생물학 실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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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기본적인 DNA 컴퓨팅 기법의 실험 조건.
변수

값

작업명

7- HP P

Pool 크기

1,000,000

반응 횟수

10,000,000

반복 횟수

1

정점표현 코드 길이

10 bp

하이브리드 형성 오류확률

0.01

결찰법 오류확률

0.01

표 5.2 분자 프로그래밍 기법의 실험 조건.
변수

값

작업명

7- HPP

Pool 크기

1,000,000

반응 횟수

1,000,000

반복 횟수

10

정점표현 코드 길이

10 bp

하이브리드 형성 오류확률

0.01

결찰법 오류확률

0.01

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빈도를 반영하였다3). 반복 횟수와 반응 횟수를 곱한 총
반응 횟수는 S DNAC나 MP 나 동일한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과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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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HP P를 위한 분자 프로그래밍 기법
1. 문제를 표현하는 코드 군집을 생성
2. W hile (g eneration g

g m ax ) do

(a) 각 코드의 적합도를 계산
(b) 높은 적합도를 가지는 코드를 선택
(c) 새로운 군집을 만들기 위해 유전 연산자를 적용
3. 가장 높은 적합도를 가지는 코드를 최종 코드로 선택
4. 초기화
5. W hile (cycle c

c m ax ) do

(a) Pool 합성
(b) Pool 분리
· n (정점의 수) + 1개 이상의 정점을 방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로
삭제
· v in 으로 시작하고 v ou t 으로 끝나는 경로 중에서 n 개의 정점만을
방문하지 않은 경로 삭제
6. v

in (시작

정점)으로 시작하고 v ou t (도착 정점)으로 끝나는 경로만을 선

택
7. n 개의 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로만을 선택
8. 그래프의 모든 정점에 대해서 최소한 한번 이상 방문한 경로만을 선택
9. 최종해 발견

두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였다.
분자 프로그래밍의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표 5.3과 다음과 같다. 과정 1부터 과
정 4까지는 코드 최적화 과정에서 설명할 것인데, 그래프 표현 방법은 3.3절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방법이다. 과정 5가 분자 프로그래밍의 핵심 과정으로, 반복
횟수만큼 반복하면서 최종해가 될 가능성이 없는 해들을 삭제하고, 가능성이 높은
해들만 보존하여 해를 진화시킨다. 삭제의 기준은 표에도 나타나 있지만 좀 더 알

3)E .coli (대장균) 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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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어진 정점보다 많은 수의 정점을 방문한 경
로, ② 시작 정점( v in )으로 시작하고 도착 정점( v ou t )으로 끝나지만 정점의 수가 그
래프의 정점 수와 일치하지 않는 경로. HPP의 정의에 의하면 두 경로 모두 최종
해가 될 수 없는 형태의 경로들이므로 미리 삭제하였다. 조건 ①은 항체 친화력 반
응(Antibody Affinity)을 이용하거나, 표시기(Marker)를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고,
조건 ②는 항체 친화력 반응이나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해 시작 정점과 도착
정점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경로를 발견한 후, 겔 전기 영동법을 사용해 파악할 수
있다.
과정 6은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해 특정 polym er인 시작 정점 염기배열이
DNA 염기배열의 왼쪽 끝에 있고, 도착 정점 염기배열이 오른쪽 끝에 존재하는 염
기배열들만을 증폭하여 상대적으로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과정 7에
서는 겔 전기영동법으로 일정 길이의 염기배열만을 추출한다. 과정 8에서는
Adlem an은 항체 친화력 반응을 사용하였으나, 마커를 이용해 표시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S DNAC의 알고리즘은 표 5.4에 설명되어 있다. 표 5.3과 유사하나 과정 5에서
표 5.4 HPP를 위한 기본적인 DNA 컴퓨팅 알고리즘(S DNAC)
1. 문제를 표현하는 코드 군집을 생성
2. W hile (g eneration g

g m ax ) do

(a) 각 코드의 적합도를 계산
(b) 높은 적합도를 가지는 코드를 선택
(c) 새로운 군집을 만들기 위해 유전 연산자를 적용
3. 가장 높은 적합도를 가지는 코드를 최종 코드로 선택
4. 초기화
5. P ool 합성
6. v

in (시작

정점)으로 시작하고 v ou t (도착 정점)으로 끝나는 경로만을 선

택
7. n 개의 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로만을 선택
8. 그래프의 모든 정점에 대해서 최소한 한번 이상 방문한 경로만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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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을 하지 않는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3) 실 험 결 과 및 분 석
실험결과 분자 프로그래밍이 기본적인 DNA 컴퓨팅 기법에 비해 좋은 결과를
보였다. 표 5.5에 반응 시간에 따른 S DNA C와 MP의 결과가 비교되어 있다. 표에
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분자 프로그래밍 방법이 대략 2배 가량 많은 수의 최종해를
생성하였다. 또한, 반응 횟수가 많을수록 더욱 많은 수의 최종해를 생성하는 것으
로 보아 분자 프로그래밍 기법이 기본적인 DNA 컴퓨팅 기법에 비해 더 짧은 반
응 시간을 가지고도 원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5에서
7

보면 반응 횟수가 10 일 때의 S DNAC가 발견한 최종해 개수보다 5

6

10 일 때

MP가 발견한 최종해 개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분자 프로그래밍이 기
본적인 DNA 컴퓨팅 기법에 비해 계산 시간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2는 실험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pool에 존재하는 분자들의 수를 비교한
표 5.5 반응 시간에 따른 기본적인 DNA 컴퓨팅 기법(S DNAC)과
분자 프로그래밍 기법(MP)의 평균 해답 개수 비교
코드

Pool

반응

총 실험

길이

크기

횟수

횟수

20

10

6

20

10

6

7. 5

20

10

6

5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10

y축은

7

10
10

log

6

6

평균 최종해 개수
S DNAC

MP

20

1.70

3.10

20

1.40

2.20

20

1.10

1.80

s cale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S DNA C는 실험을 하나씩 진행할 때마다 DNA 분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
을 보이나, 분자 프로그래밍 기법에서는 단계 6에서 많은 수의 DNA 분자들이 삭
제된 후에 그 이후에는 S DNAC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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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S DNA C와 MP에서 각 실험 과정에서
보존된 DNA 분자들의 개수 비교
없는 DNA 분자들을 미리 제거하여 그 이후의 실험 단계들을 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 경비를 줄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계산 효율뿐만 아니라 계산
비용의 측면에서도 분자 프로그래밍 기법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그림 5.3은 단계 5의 합성–분리 반복 과정에서 DNA 분자들의 개수 변

그림 5.3 분자 프로그래밍 진화(반복) 과정에서
보존된 DNA 분자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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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보여주고 있다. 초기에는 많은 수의 DNA 분자가 생성되고 삭제되지만 과정
이 반복될수록 안정화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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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최대 클리크 문제
이번에는 NACS T 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Ouyang 등이 역시 S cience지에
발표한 논문[Ouyang - et- al- 97]에서 사용한 최대 클리크 문제를 다시 해결해 보겠
다[Zhang&S hin- 98b].

1) 문 제 정 의
최대

클리크

문제는

Garey와

Johnson의

책에서는

P ART IT ION

INT O

CLIQUES 라고 정의되어 있고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Garey&Johns on- 79].
Instance: 그래프 G = ( V , E ), 양의 정수 K
Question: 그래프 G의 정점들이 1
형성하도록 하면서 k

i

|V |.

k일 때, 서브그래프 V i가 완전 그래프를

K 인 서로 겹치지 않는 V 1, V 2, . . . , V k 로 나뉘어 질 수 있

겠는가?
본 논문에서 해결한 문제는 Ouyang 등이 해결한 것과 동일한 문제이다. 그래
프들은 상보 그래프(com plem entary graph)와 함께 그림 5.4에 소개되어 있다. 상보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에 포함되지 않는 간선으로 생성한 그래프이다. 문제에서 최
대 클리크는 정점 {2, 3, 4, 5}로 만들어지는 클리크이다.

그림 5.4 (a) 최대 클리크 문제 (Ouyang이 해결한 문제)
(b) 상보 그래프 (com plementary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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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험 환 경 및 알 고 리 즘
클리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Ouyang 은 기존의 방법과는 조금 다른 알고리
즘을 개발하였다. 자세한 알고리즘은 표 5.6과 같다.
표 5.6 최대 클리크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1. N개의 정점을 가진 그래프가 있을 때, 클리크는 길이가 N인 이진수
로 표시된다. 만약 클리크를 나타내는 이진수에서 비트가 1이면 클리
크 그래프에 포함된다는 의미이고, 0이면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그림 5.4에서 클리크 ( 4, 1, 0)은 “ 010011”로 표시된다. 이
러한 방법으로 모든 가능한 2 N 개의 조합을 생성한다.
2. 상보 그래프에 포함되는 간선들은 원래 그래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그 간선들을 이용하는 클리크는 생성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정점 2와
정점 0을 연결하는 간선은 상보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점
2와 정점 0은 동시에 클리크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0이 되어야
한다.
3. 생성한 조합 중에서 상보 그래프에 포함되는 간선들을 이용하는 정점
을 1로 표시한 조합들을 삭제한다. 예를 들어, 그림 5.4인 경우,
***1*1 ( 0, 1), 1****1 ( 0, 5), **1*1* ( 1, 3), 1***1* ( 1, 5)은 삭제하여
야 한다(*은 0 또는 1을 의미). 지워지고 남은 조합들은 원래 그래프
에서 생성될 수 있는 모든 클리크들을 의미한다.
4. 조합에서 1이 정점의 포함여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남은 조합들 중에
서 1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조합이 최대 클리크이다.
우선, 문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기본적인 방법은 A dlem an의 방법과
동일하지만, 조금 변형을 가하였다.
1. 정점 염기배열은 위치 염기배열(position s equence)과 가치 염기배열(v alue
sequence)로 구성된다.
2. 위치 염기배열은 염기배열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가치 염기배열은
그 정점의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정점의 표현 예가 그림 5.5에 나타나 있다.

- 38 -

그림 5.5 최대 클리크 문제 코드
홀수 번째 정점은 P iV i P i + 1로 구성되고, 짝수 번째 정점은

P i V i P i + 1로

구성된다. 그림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염기배열의 방향은 서로 반대방향
이 된다. 가치 염기배열 가운데 4 염기쌍인 “GCGG"은 제한 효소가 인식하
는 위치(res triction site)로 제한 효소에 의해 끊어지는 부위이다. 이런 코드
를 이용해서 가능한 모든 조합을 전부 생성한다. 결찰법 등과 같은 과정을
이용하면 쉽게 생성할 수 있다. 생성된 모습은 그림 5.6과 같다. 가치 염기
배열의 포함여부로 1, 0을 표시한다. 따라서 그림의 염기 배열은 “ 111111",
즉, 모든 정점을 포함한 클리크를 의미한다.

그림 5.6 생성된 염기 배열의 예
3. 생성된 염기배열들 중에서 상보 그래프에 포함되는 간선들을 포함하고 있
는 염기배열을 삭제하기 위해 제한 효소를 사용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치 염기배열에는 제한 위치(restriction site)가 포함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간선을 포함하고 있는 염기배열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한
효소로 불필요한 염기 배열들을 절단한 후, PCR로 증폭을 하는데, 끊어진
염기배열들은 증폭되지 못하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남아 있는 염기배열들 중에서 겔 전기영동법으로 가장 긴 염기배열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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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가치 염기배열의 존재 여부로 간선 포함 여부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가치 염기배열을 가지고 있는 염기배열이 가장 큰 클리크를 형
성하게 된다. 따라서 가장 긴 염기배열이 가장 큰 클리크를 형성하는 염기
배열이 되고, 그 배열이 찾고자 한 문제의 해답이다.
사용한 염기배열은 표 5.7에 나와 있고, 그림 5.4의 해답은 “ 000011”이 된다. 염
기배열로 표시하면
C GT A GA A T T C T GCGA A CCT T
A A GA GT CA CCT A T CA GT A A G
C T T C CT GA A GA GA GA T T A CT
A GT GCT A A CA A GCCT GC GCA
T GC A GT C T T T GA GA T A A A GG
CCT A CGT GT GA A A T A GA C T C
GA GA GGGGCGGGA T CCA GGG

GA CGC GGC A G
T T CA T A A C CG
CC GGT CA CT T
CC T GA C GA T T

이 된다.
표 5.7 사용한 염기배열
위치 염기배열

가치 염기배열

(P osition S equence)

(Value S equence)

0

CGT AGAAT T CT GCGAACCT T

GACGCGGCAG

1

A AGAGT CACCT AT CAGT AAG

T T CA T AACCG

2

CT T CCT GAAGAGAGA T T ACT

CCGGT CACT T

3

A GT GCT AACAA GCCT GCGCA

CCT GACGAT T

4

T GCAGT CT T T GAGAT AA AGG

AAAAA CCCAC

5

CCT ACGT GT GAAAT AGACT C

CCACCGA T CT

6

GAGAGGGGCGGGAT CCAGGG

순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변수들은 표 5.8에 나타나 있다. 문제가 단순한 관계로 분자
프로그래밍의 반복과정은 도입하지 않았다. 만약 분자 프로그래밍 개념을 사용한다
면 훨씬 짧은 시간 내에 더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최종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9에는 반응시간을 다르게 하면서 실험을 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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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최대 클리크 문제(MCP) 실험 변수
변수

값

작업명

6- MCP

Pool 크기

1,000,000

반응 횟수

1,000,000

정점 위치 염기배열 길이

20 bp

정점 가치 염기배열 길이

10 bp

하이브리드 형성 오류확률

0.003

결찰법 오류확률

0.003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해를 발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NACS T 가 문
제를 해결한다고 할 수 있다. 표에서 최종해의 개수는 발견된 최종해를 총 실험횟
수로 나눈 값이다.
앞의 해밀토니안 경로 문제의 결과인
7

표 5.5와 비교해 보면 짧은 시간

6

( 10 vs. 10 )에도 해를 3배( 3. 10 vs. 10. 36)가 넘게 발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효과적인 문제 표현 방법을 개발하면 계산 시간을 많이 단축시키고 훨씬 효율
표 5.9 반응 시간에 따른 최종해 결과 비교
반응 시간

실험 횟수

해를 발견한 횟수

최종해의 개수

10 6

25

25

10.36

5

10

5

25

25

6.96

2

10

5

25

22

1.76

25

12

0.68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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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코드 최적화의 필요성
을 검증하고, 7장에서 순환 판매원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 표현 방법을 소개하
면서 좀 더 많은 설명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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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코드 최적화 과정 검증
분자 프로그래밍의 효율을 증명하였고, 이제는 코드 최적화 과정의 필요성을 보
이고자 한다. 5장에서 해결한 것과 동일한 해밀토니안 경로 문제와 최대 클리크 문
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6.1 해밀토니안 경로 문제
1) 실 험 환 경
여기서는 분자 프로그래밍 기법으로만 실험을 하였다. 실험 조건은 표 6.1에 설
명되어 있다. 최적화 과정의 필요성을 보이기 위해 코드의 길이를 다양하게 변화시
키면서 실험을 하였다.
표 6.1 코드 최적화를 위한 분자 프로그래밍 실험 조건.
변수

값

작업명

7- HPP

P ool 크기

1,000,000

반응 횟수

1,000,000

반복 횟수

10

정점표현 코드 길이

4, 6, 10, 20 bp

하이브리드 형성 오류확률

0.01

결찰법 오류확률

0.01

최적화 과정에 사용된 유전자 알고리즘의 실험 조건은 표 6.2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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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코드 최적화를 위한 유전자 알고리즘 실험 조건.
변수

값

작업명

7- HPP

개체군 크기

100

최대 세대수

100

교차 연산 비율

0.5

돌연변이 연산 비율

0.1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적합도는 0을 최적의 적합도로 하였고, 3가지 정도의 오류
를 고려하여 오류가 발견되면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고려되는 오류들은
크게 보면 2.5절에서 설명한 잘못된 결합(mism atched hybridization)과 결합 위치
이동(shifted hybridization)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결합될 수 없는 정점 염
기배열끼리의 결합을 형성하는 경우, 결합하여야 되는 정점 염기배열이 결합을 형
성하지 못하는 경우, 결합은 형성하였으나 잘못된 간선 염기배열을 사용하여 결합
을 형성한 경우, 이 세 가지이다. 교차 연산은 전체 염기배열 중 임의의 부분을 선
택한 후 교차하는 일점 교차(one- point cross over) 방식을 사용하였고, 돌연변이 연
산은 역시 전체 염기배열 중 임의의 염기쌍 하나를 A, C, G, T 4가지 염기 중 하
나로

변화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다.

적합도

비례

선택

방법(roulette- w heel

selection)을 사용하였고, 엘리트 전략(elitist s trateg y)도 사용하였다.

2) 실 험 결 과 및 분 석
그림 6.1은 코드 최적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적합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0세대 내에서 최적의 코드를 발견하였다. 즉, 코드 최적화 과정이 크게 힘들
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견된 코드를 검증하기 위해서 NACS T 를 통해 실제로 실험을 하였는데, 비교
대상이 되는 코드는 무작위 코드로 최적화 과정에서 0세대 즉, 초기에 임의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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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적합도 vs . 세대
된 코드 중 제일 나쁜 최적도를 가지는 코드이다.
표 6.3이 최적화된 코드와 무작위 코드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코드
길이를 다르게 해서 실험을 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최적화 코드는 항상 최종해를
표 6.3 최적화 코드와 무작위 코드의 신뢰성 비교
(풀 크기 = 106, 반응 횟수 = 107)
최종해를 발견한 횟수
코드 길이

총 실험 횟수
최적화 코드

무작위 코드

4

20

20

0

6

20

20

20

10

20

20

19

20

20

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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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면서, 무작위 코드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코드 길이가 6, 10인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코드 길이를 더 길게 한 실험에서 최적
화된 코드가 훨씬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무작위 코드가 생성
될 당시 우연히 코드가 어느 정도 최적화된 상태로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코

드 길이가 제일 짧은 코드 길이 4인 경우에 무작위 코드는 최종해를 한번도 발견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코드 길이가 짧을수록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 결과를 볼 때, 계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코드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산 비용 측면에서도 그림 6.2와 표 6.4를 보면 최적화된 코드가 훨씬 적은 수
의 DNA 분자들을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해답을 발견하기 때문에 코드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2는 표 6.4의 값들의 평균을 구해서 생성한 그
래프이다. 최적화 코드는 단계 2에서 대부분의 DNA 분자들이 삭제되고 그 이후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무작위 코드는 분자수의 변동이
계속 심하게 생기기 때문에 소모성 경비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표 6.4를 통해 좀

그림 6.2 각 실험 과정에서 보존된 DNA 분자 수를 최적화
코드와 무작위 코드에 대해서 비교한 결과

- 46 -

표 6.4 각 실험 단계에서 보존된 분자 수 : 코드 길이가 4, 6, 10, 20인 경우
각각에 대해서 최적화 코드와 무작위 코드를 비교
코드 길이

4

6

10

20

실험 단계

최적화 코드

무작위 코드

1

2504.59

2436.29

2

8.93

0.95

3

8.44

0.33

4

3.81

0

5

3.81

0

1

2506.60

2468.10

2

9.04

59.57

3

8.72

56.86

4

3.92

4.38

5

3.92

4.38

1

2515.00

2161.15

2

9.95

17.55

3

8.95

16.75

4

4.05

2.70

5

4.05

2.70

1

2526.60

2534.95

2

8.70

2.73

3

7.55

1.95

4

3.10

0.50

5

3.10

0.50

더 자세히 살펴보면 코드 길이가 6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적화 코드가 많은 수의
최종해를 발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코드 길이가 6인 경우에도 단계 2나 3에서
최적화 코드 방식이 부적절한 해를 훨씬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산 효율이나
비용 면에서 필요하다고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6.5는 실험에 사용한 최적 코드와 무작위 코드의 정점 염기배열을
보여주고 있다. 정점 염기배열을 통해 간선 염기배열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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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최적 코드와 무작위 코드의 정점 염기배열
코드
길이

4

6

10

20

정점
염기

최적 코드

무작위 코드

0

GAT T

AGT A

1

CA GC

AGA A

2

T ACA

CAGT

3

AAT A

AGCC

4

GCT C

ACT G

5

GT AC

T AT A

배열

6

T CCC

CT T G

0

T CGT GA

T A CT AG

1

CGAAT T

T CCGAA

2

GCCAAA

AT T CGG

3

CAAT T C

GCT AAG

4

GT CT T G

AAGAAT

5

GGT AAG

AT T ACA

6

GGACGC

GGACGC

0

A CGT AGCT CC

GGT T CCGT GA

1

T ACGT CGAT C

AT AT GCAGGC

2

GT ACCA AT GC

AAAA CT GT AG

3

CGT AGT CAT G

CGGT T CT CCC

4

AT GCCT T CAG

CGGT T GGGAA

5

AGCGT AT CGT

ACGCT CCCAG

6

CAAT A CT T CT

T AT GACGT AT

0

AAAA AACAT CGGAAT ACAT G A CA T GGAT CAT GCAGT GT CT

1

CAGCAT AAACCT GT GGA AGA CGCCT T T CGT AGA ACT GCCG

2

AT GT CGGAGT T CACCT ACCA CCGT GGGCT GGAT T T T CGGA

3

ACCACAT GCGGCGGGCGACA T T T AACAAT GAAT T GAACAA

4

GCT CA CT GCT T CGAAA GCT C T T T AACAAT GAAT T GAACAA

5

GGT AT CAT CGT T T GGACT GG T T T AGCGT T T ACAGGT GT T T

6

CT T T AT AT CAGGAA T AAGT G GACT AT T T GT T GCAGT GT CT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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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최대 클리크 문제
1) 실 험 환 경
해밀토니안 경로 문제에 동일하게 분자 프로그래밍 기법으로만 검증하였다. 실
험 환경은 표 6.6에 설명되어 있다.
표 6.6 코드 최적화를 위한 유전자 알고리즘 실험 조건.
변수

값

작업명

6- MCP

개체군 크기

10

최대 세대수

100

교차 연산 비율

0.5

돌연변이 연산 비율

0.3

최대 클리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제한 효소
(res triction enzym e)라는 특이한 효소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제한 효소 인식 부
분(restriction enzym e recog nition sites )에 오류가 있으면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염기배열에 인식 부분이 여러 곳에 존재하는 경우,
제한 효소가 인식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따라서 코드 최적화 과정에서 제한 효소 인식 부분의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실험에 사용한 제한 효소는 각각 Af l I I , Hi n d I I I , Sp e
I , Sp h I , St u I , Xh o I 으로 세부적인 염기 배열은 표 6.7과 같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개체를 생성할 때 인식 부분을 특
정 위치에 삽입하여 개체군을 생성한 후, 균일 교차(uniform cross over) 방법을 사
용하여 인식 부분에 변동이 없도록 하였다. 각 개체군에서 인식 부분의 위치와 길
이는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균일 교차를 사용하면 그 부분은 변경이 없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동일한 염기이면 그대로 생성하고, 서로 다른 염기일 때는 1/ 2의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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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실험에 사용된 제한 효소
제한 효소

인식 염기 배열

Af l I I

CT T A AG

Hi n d I I I

AAGCT T

Sp e I

ACT AGT

Sp h I

GCAT GC

St u I

AGGCCT

Xh o I

CT CGAG

로 부모 개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생성하였다. 돌연변이 연산도 일점 돌연변이
(point m utation)를 적용하였고, 제한 효소 인식 부분에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
도록 제한을 두었다. 그 외 엘리트 전략(elitist strategy)을 사용했으며, 적합도 비
례 선택(roulette w heel selection) 기법을 이용했다.
적합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해밀토니안 경로 문제와 동일하게 잘못된 결합
(m ism atched hybridization)과 결합 위치 이동(shifted hybridization)을 고려하였으
며, 제한 효소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 처음에 삽입한 부분 외에 제한 효소 인식
부분이 생성되었는지를 검사하였다. 제한 효소 인식 부분을 검사할 때는 주어진 인
식 부분 외에 오류로 인한 가능성도 고려하기 위해서, 제한 효소 인식 부분 중에
임의의 염기를 변화시켜 기존의 인식 부분과 유사하지만 최대 한 염기가 다른 새
로운 염기 배열을 생성하여 그러한 염기배열이 존재하는지도 조사하였다. 즉, 원래
주어진 인식 부분과 한 염기가 다른 새로운 인식 부분도 검사하여 적합도를 계산
하였다. 역시 적합도가 오류를 반영하기 때문에 0이 최적의 적합도이다.

2) 실 험 결 과
그림 6.3은 코드 최적화 과정에서 적합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조건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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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적합도 변화 그래프
두었지만,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아 쉽게 최적 코드를 찾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6.8은 각 실험 단계에 따른 분자 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각 단계는 표 5.6의
알고리즘 단계와 동일하다.

단계 4는 단순히 해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계

3의 결과와 차이가 없다. 무작위 코드는 최적화 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코드 중에서 가장 나쁜 적합도를 가지는 코드를 선택한 것이다. 최적 코드가 무작
위 코드보다 최종해를 많이 찾는 것으로 보아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대 클리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제한 효소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제한 효소가 잘못된 부분을 절단하게(cleave)
되면 결과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나오게 된다. 표 6.9와 표 6.10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무작위 코드에는 처음에 결정한 인식 부분 외에 다른 곳에 인식 부분
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위치 염기 배열에 잘못된 인식 부분이
생기면 최종해 발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표 6.8에
서 위치 염기 배열의 길이가 20bp일 때 최종해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치 염기배열에 잘못된 인식 부분이 생기는 것은 위치 염기배열보다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잘못된 인식 부분을 가지고 있는 가치 염기배열이
최종해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 6.9와 6.10에서 밑줄로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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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실험 과정에서의 분자수 변화 (반응 시간 = 1,000,000)
위치

가치

염기배열

염기배열

길이

길이

10

20

30

최적화

무작위

코드

코드

1

2650.50

2649.20

2

1748.40

1391.00

3

3.60

0.25

4

3.60

0.25

1

2648.90

2648.90

2

1433.50

759.00

3

3.25

0.00

4

3.25

0.00

1

2653.85

2654.21

2

1448.95

1258.37

3

3.90

0.53

4

3.90

0.53

실험 단계

10

10

10

염기배열들은 제한 효소 인식 부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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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최적화 코드: 위치 염기배열 길이 = 20, 가치 염기배열 길이 = 10.
DNA 구성
P 0V

0
0P 1
1

염기 배열
CT CGT ACAAAT T GGGT T CT T gcggcct tgcAAGCT GGT ACCCGGACCAAG

P 0V 0P 1

CT CGT ACAAAT T GGGT T CT T AAGCT GGT ACCCGGACCAAG

P 2V 01P 1

AGT T GT ACCT GCT CCCAAAGgccagat cgtCT T GGT CCGGGT ACCAGCT T

1

P 2V 1P 1
P 2V

0
2P 3
1

AGT T GT ACCT GCT CCCAAAGCT T GGT CCGGGT ACCAGCT T
CT T T GGGAGCAGGT ACAACT tcgccccataAGT AGACCT ACGCGAGAGCA

P 2V 2P 3

CT T T GGGAGCAGGT ACAACT AGT AGACCT ACGCGAGAGCA

P 4V 03P 3

CCT CT GCCGCGAGT AAT GCAatgaatgt ttT GCT CT CGCGT AGGT CT ACT

1

P 4V 3P 3
P 4V

0
4P 5
1

CCT CT GCCGCGAGT AAT GCAT GCT CT CGCGT AGGT CT ACT
T GCAT T ACT CGCGGCAGAGGtcttgaggatCCT GGCAAGT CAT T CGT CT C

P 4V 4P 5

T GCAT T ACT CGCGGCAGAGGCCT GGCAAGT CAT T CGT CT C

P 6V 05P 5

T ACCAGGT CCGCGGACGCT CagagtaagcgGAGACGAAT GACT T GCCAGG

1

P 6V 5P 5

T ACCAGGT CCGCGGACGCT CGAGACGAAT GACT T GCCAGG

표 6.10 무작위 코드: 위치 염기배열 길이 = 20, 가치 염기배열 길이 = 10.
DNA 구성

염기 배열

P 0V

0
0P 1

CT CGAGT CAAGCACT GGCT T aacttaagtcAAGCACACGAAGCCCGCAAG

P 0V

1
0P 1

CT CGAGT CAAGCACT GGCT T AAGCACACGAAGCCCGCAAG

0

AGT GAAT T AAT T CCCGAAAGagtagccaatCT T GCGGGCT T CGT GT GCT T

1

AGT GAAT T AAT T CCCGAAAGCT T GCGGGCT T CGT GT GCT T

0

CT T T CGGGAAT T AAT T CACT tgaccccctgAGT AT ACCT AAT T AAT GGCA

P 2V 1P 1
P 2V 1P 1
P 2V 2P 3
P 2V

1
2P 3
0

CCT CGT GGCT AACT GT T GCAttgtgtccacT GCCAT T AAT T AGGT AT ACT

1

CCT CGT GGCT AACT GT T GCAT GCCAT T AAT T AGGT AT ACT

0

T GCAACAGT T AGCCACGAGGcttcgtatgcCCT AAT ACT AGT ACGGCCT C

P 4V 3P 3
P 4V 3P 3
P 4V 4P 5
P 4V

CT T T CGGGAAT T AAT T CACT AGT AT ACCT AAT T AAT GGCA

1
4P 5

T GCAACAGT T AGCCACGAGGCCT AAT ACT AGT ACGGCCT C

0

T CT ACAACCCT CGCCCCCT CaagcaactaaGAGGCCGT ACT AGT AT T AGG

1

T CT ACAACCCT CGCCCCCT CGAGGCCGT ACT AGT AT T AGG

P 6V 5P 5
P 6V 5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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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새로운 문제 표현 방법 개발
지금까지는 분자 프로그래밍의 효율과 코드 최적화의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 해밀토니안 경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제는 순환 판매원 문제(T ravelling
S alesm an

Problem ,

T S P)를

대상으로

해

새로운

문제

표현

방법(encoding

m ethod)을 개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해결된 그래프 문제들인 HPP , MCP들은 간
선이 단순히 두 개의 정점을 연결하기 위해서만 필요하지만, T S P는 간선에 가중
치 정보가 추가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DNA 염기배열로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코드 표현 방법이 필요하다.

7.1 순환 판매원 문제 정의
순환 판매원 문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Garey&Johnson- 79].
m 개의 도시로 생성되는 집합

Instance:
d ( c i, c j )

C , 각 도시

c i, c j

C 사이의 거리

+

Z , 양의 정수 B .

Question: 집합 C의 도시들을 전부 방문하면서 그 거리의 합이 B 보다 같거나
작은 방법이 있는가? 예를 들어, C의 순열 < c

(

m- 1

d( c
i= 1

( i) ,

c

( i + 1) )

( 1) ,

) + d( c

c

( 2), .

( m ),

c

..,c
( 1) )

(m ) >

중에서

B

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있는가?
이처럼 순환 판매원 문제는 기존의 문제들과는 달리 그래프 간선에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HPP나, MCP 에서는 단순히 간선
염기배열이 정점 염기배열을 연결하기 위한 역할만을 하면 되지만, T S P 의 간선
염기배열은 연결을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가중치를 표현하기 위한 역할도 해 주어
야 한다.

- 54 -

7.2 코드 표현 방법
1) N aray anan&Zorbalas 의 방 법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간선 가중치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Narayanan과 Zorbalas가 처음으로 순환 판매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중치 표현
방법을 개발하였다[Narayanan&Zorbalas- 98]. 그들은 2가지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각각 표 7.1과 표 7.2에 설명되어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개선된 방법이다. 개선된 방법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가중치가 {2,
4}인 그래프가 있다고 할 때, k 가 2이면 간선 염기배열의 길이는 {4, 8}이 된다.
표 7.1 Narayanan&Zorbalas의 첫 번째 방법
1. X → Y 간선 염기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 가중치가 n이면 X 의
염기배열을 n번 반복한 다음에 Y 의 염기배열을 추가한다.
2. 반대로 Y → X 간선 염기배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중치가 n인 경
우, Y 의 염기배열을 n번 반복한 다음에 X 의 염기배열을 추가한다.
표 7.2 Narayanan&Zorbalas의 개선된 방법
1. 가변 길이의 염기배열 S i를 생성한다.
2. S i 의 길이 l i는 간선 i의 가중치 w i에 비례하도록 한다. ( l i = w i

k,

여기서 k 는 상수)
그러나, 이 방법은 가중치에 비례해서 간선 염기배열의 길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가중치가 {1, 2, 3, 4, 5, 100}이라고 하
면, 마지막 가중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앞의 5개의 간선보다 매우 긴 염기배열이
필요하게 되어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실수를 표현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1.1, 1.2, 10.1}을 가중치로 가지는 그래프가 있다면, ‘10. 1’을 표현하기
위해서 매우 긴 염기배열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긴 염기배열
이 결합을 형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최적 경로에 포함
되지 않는 간선 염기배열들이 더 많이 결합을 하게되어 비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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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합 선 호 도 를 이 용 한 방 법
위의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간선 염기배열의 길이를 가중치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화시키지

re presentation) "을

않고

개발하였다.

고정시킨

“고정

길이

표현법(fixed

leng th

기본적인 가정은 염기쌍 결합시의 결합 선호도

를 이용해서 가중치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A와 T 의 결합에는 2개의 수소 결합이
형성되고, C와 G에는 3개의 수소 결합이 형성된다. 수소 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결
합의 강도는 높아지고, 결합이 더 자주 생기게 된다[W atson- et- al- 92]. 따라서 간
선 염기배열의 길이를 고정시키고, 작은 가중치를 가지는 염기배열에는 G/ C 염기
쌍을 많이 포함시키고, 큰 가중치를 가지는 염기배열에는 A/ T 염기쌍을 많이 포함
시키면 작은 가중치를 가지는 염기배열의 결합이 선호되게 되고, 최종 결과에도 작
은 가중치를 가지는 염기배열끼리 결합을 한 경로가 더 많이 생기게 되어 보다 효
율적으로 순환 판매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염기배열을 "위치 염기배열(P osition
S equence )"와 "가중치 염기배열(W e ig ht S equence )"의 두 부분으로 구분한다. 위
치 염기배열은 정점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고, 가중치 염기배열은 간선의 가중치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7.1에 예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a)는 정점 염기배열을
나타내고 있고, (b)는 간선 염기배열을 나타내고 있다. 정점 염기배열은 가중치 염

그림 7.1 결합선호도를 이용해 생성한 염기배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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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배열( W k2), 위치 염기배열( P i1, P i2), 가중치 염기배열( W l1)로 구성되어 있고,
간선 염기배열은 위치 염기배열( P i2), 가중치 염기배열( W l1, W l2), 위치 염기배열
( P j1)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인 생성방법은 3.3장에서 설명한 방법과 동일하고,
정점 염기배열은 정점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 염기배열 2개가 가
운데에 배치하고 있고, 반대로 간선 염기배열은 가중치를 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
기 때문에 가중치 염기배열이 중앙부에 배치되어 있다. 좌우의 두 염기배열은 결합
을 할 때 사용된다. 경로를 만드는 방법은 그림 7.2에 설명되어 있다. 간선 염기배
열을 생성할 때 고려한 결합 선호도를 경로 생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점 염
기배열에도 가중치 염기배열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7.2 경로 생성의 예
구체적인 가중치 변환식은 식 (1)과 같다.
F i=

{|

F N ( e i)
Sh
0

We
Sw

i

|

|

if

We
F N ( e i)
Sh
Sw
other wise.

i

|

,

(1)

여기서, F N ( e i ) 는 간선 i의 수소결합 변환 함수값4)이고, S h 는 전체 간선의
수소 결합 개수 총합이다. 그리고 W e 는 간선 i의 실제 가중치이며, S w 는 전체 그
i

래프에서 가중치 합계이다. 마지막으로

는 실험을 통해 결정한 임계값이다. 즉,

가중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각 간선 가중치의 전체 가중치에 대한 비율을 구하고
이 값을 수소결합 변환 함수값의 비율과 비교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4) 원래 A와 T 사이에는 2개의 수소 결합이 존재하고, C와 G사이에는 3개의 수소 결합
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함수는 이 관계를 반대로 하여 A와 T 는 3을 반환하고, C와
G는 2를 반환한다. 이는 높은 가중치를 가지는 간선 염기배열에 A, T 가 많이 포함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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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면 정수값 뿐만이 아니라 실수값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결합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변환 과정이 복잡해지고, 정
점을 나타내는 염기배열에도 가중치 염기배열을 표현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서 필요한 정점 염기배열의 종류와 수가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다[S hin- et- al- 99].
N

( iD i * oD i )만큼 필요해 진다. 여기서 N 은 정점의 수이

정점 염기배열의 수가
i= 1

고,

iD i 는

정점

i의

진입차수(in- degree)이고,

oD i 는

정점

i의

진출차수

(out- degree)이다. 따라서, 완전 그래프인 경우 정점의 수가 10개만 되어도, 정점
염기배열만 810개나 필요해 진다는 단점이 있다.

3) 개 선 된 방 법
결합 선호도를 반영한 방법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점 염기배열은 위치
염기배열만을 포함하고, 간선 염기배열은 위치 염기배열과 가중치 염기배열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가중치 표현방법은 결합 선호도를 이용한 방법과 유사하게 A/ T
쌍과 G/ C쌍의 비율로 표현한다. 그러나 앞의 방법과는 달리 낮은 가중치를 가지는
간선에 A/ T 쌍이 G/ C쌍보다 많이 포함되도록 한다. 즉, 결합 선호도를 이용하지 않
는 대신에, A, C, G, T 가 결합할 때 필요로 하는 수소결합의 수를 직접적으로 이
용해서 가중치를 표현하는 것이다. 가중치 변환식은 식 (2)과 같다.
F i=

{|

Ne
We
Sh
Sw
0
i

i

|

if

Ne
We
Sh
Sw
otherw ise.

|

i

i

|

,

(2)

F N ( e i ) 가 간선 i의 수소결합 수인 N e 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식 (1)과 동일
i

하다. 그러나, 변환 함수 F N ( e i ) 가 사용되지 않고 수소결합 수 N e 를 사용하기
i

때문에 염기배열의 수소 결합 수가 실제 가중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정점 염기배열에 가중치 염기배열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정점 염기배열이 단지 정점의 수만큼만 필요하게 되어, 필요한 염기배열의
수를 줄일 수 있다. 그림 7.3에 예가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 결찰법을 수행하기 위
해서 간선의 가중치 염기배열 부분만 이중가닥으로 만들고, 위치 염기배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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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개선된 방법을 사용한 경우의
정점과 간선 염기배열의 예
단일가닥으로 만들어 점착말단(sticky end)을 구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정점의 표현 방법에는 변화가 없으나, 간선 염기배열에서 가중치 염기배
열의 길이를 가변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한다 - 가변 길이 표현법(variable leng th
re presentation) . 수소 결합수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작은 가
중치를 가지는 간선은 짧은 염기배열로 표시하고, 큰 가중치를 가지는 간선은 긴
염기배열로 표시하는 것이다. 즉, G/ C쌍과 A/ T 쌍의 함량뿐만 아니라, 염기배열의
길이가 까지 조절하여 가중치를 표시한다. 이렇게 하면 가중치의 표현 범위가 훨씬
확장되어 짧은 염기배열을 가지고도 넓은 범위의 가중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림 7.4 간선 염기배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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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긴다. 그림 7.4에 서로 길이가 다른 간선 염기배열의 예가 나타나 있다. 간선
m 이 간선 n 보다 더 작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한 경로 생성 과정이 그림 7.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7.5 경로 생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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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DN A 컴퓨팅 알고리즘
분자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하여 역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각각의 문제 표현
방식을 지원하는 순환 판매원 문제 해결을 위한 DNA 컴퓨팅 알고리즘을 개발하
였다.

1) 결 합 선 호 도 방 법 을 위 한 알 고 리 즘
코드 최적화를 위한 알고리즘은 표 7.3과 같다. 단계 1에서 4까지는 초기 개체
군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적합도는 식(1)의 값과 3.3장에서 설명한 오류
횟수를 더한 값이다. 역시 0이 최적의 적합도이다. 단계 5.(b)에서 새로운 개체군
을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간선 가중치 염기배열을 적합도를 보고 적절히 조절한다. 적합도에 따라
A/ T 쌍을 G/ C 쌍으로 또는 G/ C 쌍을 A/ T 쌍으로 변화시킨다.
② 정점 위치 염기배열을 교차와 돌연변이를 통해 새로 생성한다.
③ 표 7.3의 단계 2와 동일하다.
④ 단계 4와 동일하다.
표 7.3 결한 선호도 방법에서의 코드 최적화 과정
1. 정점 위치 염기배열을 임의로 생성한다.
2. 간선 위치 염기배열을 앞에서 생성한 정점 위치 염기배열을 이용해서
만든다.
3. 간선 가중치 염기배열을 임의로 생성한다.
4. 정점 가중치 염기배열을 간선 가중치 염기배열을 이용해 2의 방법과
동일하게 생성한다.
5. W hile (g eneration g

g m ax ) do

(a) 각 코드의 적합도를 계산한다.
(b) 새로운 개체군을 만들기 위해서 유전 연산자를 적용한다.
6. 최적의 적합도를 가치는 코드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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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연산은

위치

염기배열에서만

일어나고,

이점

교차

연산(tw o- point

cros sover)을 하였다. 돌연변이 위치 염기배열 중 임의의 염기쌍을 선택해 A, C,
G, T 중 한 염기쌍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적합도 비례 선택 방법을 사
용하였고, 엘리트 전략도 사용하였다.
실제 DNA 알고리즘은 표 7.4에 설명되어 있다. 분자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하였고, HPP 를 설명하였을 때 사용한 생물학 실험 방법들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
한다. 다만 단계 6은 각 염기배열의 융점(m elting point)을 측정하여 가장 높은 융
점을 가지고 있는 염기배열을 선택하는 것으로 구현할 수 있다.
표 7.4 결합 선호도 방법에서의 코드 최적화 과정
1. 코드 최적화 과정을 통해 최적 코드 생성
2.

W hile (cycle c

c m ax ) do

(a) 합성
(b) 분리
3. 시작 정점으로 시작하고 도착 정점으로 끝나는 경로만을 선택
4. n + 1개의 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로만을 선택
5. 그래프의 모든 정점에 대해서 최소한 한번 이상 방문한 경로만을 선
택
6. 남은 경로 중에서 가장 작은 G/ C 쌍을 가지고 있는 경로를 선택

2) 개 선 된 방 법 을 위 한 알 고 리 즘
코드 최적화 방법은 기본적으로 표 7.3과 유사하다. 그리고 DNA 알고리즘도
좀 더 개선하였다. 이 방법은 앞의 문제 표현 방법에도 물론 사용될 수 있다.
Head[Head- 98]가 해밀토니안 경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을 수정하여
순환 판매원 문제(T S P)에 응용하였다. 해를 생성할 때 DNA pool을 INI, MID,
F IN이라는 3개의 pool로 나누어서 반응을 시킨 후 합치는 방법이다. INI pool에는
T S P의 시작 정점과 시작 정점과 연결되어 간선들만을 포함시키고, F IN pool에는
T S P의 도착 정점(시작 정점과 동일)과 그 도착 정점과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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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며, MID pool에는 INI pool과 F IN pool에 포함된 정점과 간선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포함시킨다. 그리고 MID pool을 반응시킨 후 INI pool과 MID pool
을 합쳐서 해를 생성하고, 다시 F IN pool을 합쳐서 최종 pool을 생성한다. P ool을
분리해서 각 Pool의 염기배열 수들을 줄였기 때문에 연산이 좀 더 빠르게 수행된
다는 장점이 있다.
알고리즘을 자세히 기술하면 표 7.5와 같다. 단계 1에서 4는 코드 최적화 과정
이고, 단계 5에서 8은 실제로 해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코드 최적화 과정에서

표 7.5 개선된 알고리즘
1. 문제를 표현하는 코드 군집을 생성
2. W hile (generation g

g m ax ) do

(a) 각 코드의 적합도를 계산
(b) 높은 적합도를 가지는 코드를 선택
(c) 새로운 군집을 만들기 위해 유전 연산자를 적용
3. 가장 높은 적합도를 가지는 코드를 최종 코드로 선택
4. 초기화
5. W hile (cycle c

c m ax ) do

(a) MID pool 합성
(b) MID pool 분리
· n (정점의 수)- 2개 이상의 정점을 방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로 삭
제
6. INI pool과 결합
7. F IN pool과 결합
8. 최종 분리
(a) 시작 정점으로 시작하고 도착 정점으로 끝나는 경로만을 선택
(b) n + 1개의 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로만을 선택
(c) 그래프의 모든 정점에 대해서 최소한 한번 이상 방문한 경로만을 선
택
(d) 남은 경로 중에서 가장 작은 G/ C 쌍을 가지고 있는 경로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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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가중치 염기배열 길이를 찾는 과정은 언덕 오르기 방법을 사용하였다. 초기
에는 모두 길이를 1bp로 설정한 후 적합도에 따라 1bp씩 증가시켜 나갔다. 가중치
염기배열과 위치 염기배열의 염기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
하였다. 적합도 비례 선택 방법을 사용하였고, 엘리트 전략(elitist strategy)을 적용
하였다. 교차 연산은 정점 염기배열에 대해서만 일어나고 일점 교차 연산을 하였
다. 돌연변이 연산도 역시 정점 염기배열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앞의 방법과 동일
하게 임의의 염기쌍 하나를 변화시켰다. 적합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식 (2)에서 설
명한 변환 함수를 이용하였고, 하이브리드 형성 오류(hybridization m is m atch)와
이동 결합 오류(shift m ism atch) 발생 여부도 검사하였다.
연산자인 생물학 실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단계 5.(a)와 6, 7은 결찰법
(lig ation)을 과정에 이용하였고, 단계 5.(b)는 전기영동법을 이용해 미리 정해진 길
이 이상의 염기배열을 삭제하였다. 이 경우, 간선 가중치의 길이가 가변적이기 때
문에 간선 가중치의 길이는 최대간선 가중치 길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n - 2이상의 정점을 방문하였으나 삭제되지 않은 염기배열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단계 8.(a)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을 통해 염기배열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특정
정점(시작 정점)인 염기배열을 증폭시켜 상대적으로 다른 염기배열들의 비율이 낮
아지도록 한다. 단계 8.(b)은 단계 5.(b)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역시 같은 이유로
n + 1개의 정점을 방문한 것이 아닌 염기배열들도 삭제되지 않을 수 있다. 단계
8.(c)은 항체 친화력반응을 사용하여 각 정점 방문 여부를 검사한다. 단계 8.(d)은
남아 있는 모든 염기배열들을 전기영동을 이용해 길이별로 분류한 다음, 융점
(m elting tem perature)을 조사한다. 이 때 결합 선호도를 이용했을 때와는 달리 융
점이 가장 낮은 것이 최종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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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실험 결과 및 분석
1) 결 합 선 호 도 방 법
( 1) 실 험 환 경 및 변 수 들
실험에 사용한 그래프는 그림 7.6에 나타나 있는 4개의 정점과 12개의 간선을
가지는 단순한 그래프이다.

그림 7.6 순환 판매원 문제 예제 그래프
코드 최적화 과정의 환경 변수들은 표 7.6에 나타나 있고, 분자 프로그래밍의
여러 변수들은 표 7.7에 기술되어 있다. 표 7.6의 임계값은 식 (1)에서 사용되는 값
표 7.6 코드 최적화 과정의 유전자 알고리즘 실험 조건.
변수

값

개체군 크기

500

최대 세대수

500

교차 연산 비율

0.5

돌연변이 연산 비율

0.4

임계값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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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 순환 판매원 문제를 위한 프로그래밍 실험 조건.
변수

값

작업명

T SP

Pool 크기

1,000,000

반응 횟수

50,000,000

반복 횟수

10

위치 염기배열 길이

20 bp

가중치 염기배열 길이

20 bp

하이브리드 형성 오류확률

0.001

으로 실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결정하였다.

( 2) 실 험 결 과
코드 최적화 과정에서 적합도 변화는 그림 7.7에 나타나 있다. 대략 20세대 정
도까지는 적합도가 급격히 감소하지만, 그 이후에는 적합도가 거의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즉, 일정 수준까지는 쉽게 되지만, 임계값의 결정 등 여러 가지 요
인으로 인해서 그 이상으로 최적화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8은 각 간선에서 실제 가중치와 수소 결합 개수를 비교하고 있다. 처음 가
정과 같이 큰 가중치를 가지는 간선은 수소 결합수가 작고, 작은 가중치를 가지는
간선은 수소 결합 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이 성공적으로 가중
치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드 최적화 과정에서 발견한 최적 코드가 표
7.9와 표 7.10에 나타나 있다. 역시 처음 생각한 것처럼 가중치가 높은 간선인 두
번째, 아홉 번째 간선들은 A/ T 쌍이 절대적으로 많고, 가중치가 작은 네 번째, 일곱
번째 간선들은 G/ C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9의 from → V →
to는 from 정점과 V 정점 to 정점을 연결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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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적합도 변화 그래프
표 7.8 실 가중치와 수소 결합 수의 비교
index

from → to

실제 가중치

수소 결합 수

0

V 0→ V

1

10

103

1

V 0→ V

2

18

89

2

V 0→ V

3

20

86

3

V 1→ V

0

10

102

4

V 1→ V

2

6

110

5

V 1→ V

3

12

99

6

V 2→ V

0

18

89

7

V 2→ V

1

6

108

8

V 2→ V

3

18

89

9

V 3→ V

0

20

88

10

V 3→ V

1

12

100

11

V 3→ V

2

18

89

모두 10번 실험을 한 결과, 그 중 4번 해답을 찾았다. 만약 반응 시간을 좀 더
늘인다면 더 많이 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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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9 정점 염기배열: 가중치 염기배열과 위치 염기배열 구분해서 표시하였다.
index from → V → to

가중치

위치

가중치

1

1 → 0 → 1

GGAGGGGCAA

CT GAT AGT AGCAAT T T T T T T

GAGGCCGGGG

2

1 → 0 → 2

GGAGGGGCAA

CT GAT AGT AGCAAT T T T T T T

CAACCCGT T A

3

1 → 0 → 3

GGAGGGGCAA

CT GAT AGT AGCAAT T T T T T T

AGT AT T T AAT

4

2 → 0 → 1

T AT AT AAAT T

CT GAT AGT AGCAAT T T T T T T

GAGGCCGGGG

5

2 → 0 → 2

T AT AT AAAT T

CT GAT AGT AGCAAT T T T T T T

CAACCCGT T A

6

2 → 0 → 3

T AT AT AAAT T

CT GAT AGT AGCAAT T T T T T T

AGT AT T T AAT

7

3 → 0 → 1

AT T AAAAAT T

CT GAT AGT AGCAAT T T T T T T

GAGGCCGGGG

8

3 → 0 → 2

AT T AAAAAT T

CT GAT AGT AGCAAT T T T T T T

CAACCCGT T A

9

3 → 0 → 3

AT T AAAAAT T

CT GAT AGT AGCAAT T T T T T T

AGT AT T T AAT

10

0 → 1 → 0

GCCCGGCGAC

GGAAT GACT AT GAGGCGAGC

T AT T T AGCGG

11

0 → 1 → 2

GCCCGGCGAC

GGAAT GACT AT GAGGCGAGC

GGCCGCGCCC

12

0 → 1 → 3

GCCCGGCGAC

GGAAT GACT AT GAGGCGAGC

T AT T T AGCGG

13

2 → 1 → 0

GGGGCCGCCC

GGAAT GACT AT GAGGCGAGC

T AT T T AGCGG

14

2 → 1 → 2

GGGGCCGCCC

GGAAT GACT AT GAGGCGAGC

GGCCGCGCCC

15

2 → 1 → 3

GGGGCCGCCC

GGAAT GACT AT GAGGCGAGC

T AT T T AGCGG

16

3 → 1 → 0

CGGGGCACGC

GGAAT GACT AT GAGGCGAGC

T AT T T AGCGG

17

3 → 1 → 2

CGGGGCACGC

GGAAT GACT AT GAGGCGAGC

GGCCGCGCCC

18

3 → 1 → 3

CGGGGCACGC

GGAAT GACT AT GAGGCGAGC

T AT T T AGCGG

19

0 → 2 → 0

T AAT AAAT AT

T GCT GAT AT AAAT AGAGAGG

CT AT T T AAT A

20

0 → 2 → 1

T AAT AAAT AT

T GCT GAT AT AAAT AGAGAGG

GGGGGGCCGG

21

0 → 2 → 3

T AAT AAAT AT

T GCT GAT AT AAAT AGAGAGG

T GT T AT AAAA

22

1 → 2 → 0

GCGGCGGGGC

T GCT GAT AT AAAT AGAGAGG

CT AT T T AAT A

23

1 → 2 → 1

GCGGCGGGGC

T GCT GAT AT AAAT AGAGAGG

GGGGGGCCGG

24

1 → 2 → 3

GCGGCGGGGC

T GCT GAT AT AAAT AGAGAGG

T GT T AT AAAA

25

3 → 2 → 0

AAAAAAT GT A

T GCT GAT AT AAAT AGAGAGG

CT AT T T AAT A

26

3 → 2 → 1

AAAAAAT GT A

T GCT GAT AT AAAT AGAGAGG

GGGGGGCCGG

27

3 → 2 → 3

AAAAAAT GT A

T GCT GAT AT AAAT AGAGAGG

T GT T AT AAAA

28

0 → 3 → 0

AT T T T T T AT T

GGACT AAT AGAGT T ACT CGT

AT T AAAAAAA

29

0 → 3 → 1

AT T T T T T AT T

GGACT AAT AGAGT T ACT CGT

T GGT T AAT T G

30

0 → 3 → 2

AT T T T T T AT T

GGACT AAT AGAGT T ACT CGT

ACAT AT AT AT

31

1 → 3 → 0

T GGGCCCGAA

GGACT AAT AGAGT T ACT CGT

AT T AAAAAAA

32

1 → 3 → 1

T GGGCCCGAA

GGACT AAT AGAGT T ACT CGT

T GGT T AAT T G

33

1 → 3 → 2

T GGGCCCGAA

GGACT AAT AGAGT T ACT CGT

ACAT AT AT AT

34
35
36

2 → 3 → 0
2 → 3 → 1
2 → 3 → 2

T AT AT AT AT A
T AT AT AT AT A
T AT AT AT AT A

GGACT AAT AGAGT T ACT CGT
GGACT AAT AGAGT T ACT CGT
GGACT AAT AGAGT T ACT CGT

AT T AAAAAAA
T GGT T AAT T G
ACAT AT AT AT

- 68 -

표 7.10 간선 염기배열: 위치 염기배열과 가중치 염기배열을 구분하였다.
index
0
1
2
3
4
5
6
7
8
9
10
11

위치
GT T A AAAAAA
GT T A AAAAAA
GT T A AAAAAA
ACT CCGCT CG
ACT CCGCT CG
ACT CCGCT CG
T T AT CT CT CC
T T AT CT CT CC
T T AT CT CT CC
T CAA T GAGCA
T CAA T GAGCA
T CAA T GAGCA

가중치
CT CCGGCCCCCGGGCCGCT G
GT T GGGCAAT AT T AT T T AT A
T CAT AAA T T AT AAAAA AT AA
AT AAA T CGCCCCT CCCCGT T
CCGGCGCGGGCGCCGCCCCG
T T GAT T AAT T ACCCGGGCT T
GAT AAA T T AT AT AT AT T T AA
CCCCCCGGCCCCCCGGCGGG
ACAAT AT T T T AT AT AT AT AT
T AAT T T T T T T T AAT T T T T AA
ACCAAT T AACGCCCCGT GCG
T GT AT AT AT AT T T T T T A CA T

위치
CCT T ACT GA T
ACGACT AT AT
CCT GAT T AT C
GA CT AT CAT C
ACGACT AT AT
CCT GAT T AT C
GA CT AT CAT C
CCT T ACT GA T
CCT GAT T AT C
GA CT AT CAT C
CCT T ACT GA T
ACGACT AT AT

2) 개 선 된 방 법
( 1) 실 험 환 경 및 문 제
앞의 그래프에 비해 조금 더 복잡한 그래프 문제를 해결하였다. 7개의 정점과
24개의 간선을 가지는 그래프이다. 그림 7.8에 나타나 있다.

그림 7.8 순환 판매원 문제 예제.
실험을 할 때 사용한 변수들은 표 7.11, 7.12, 7.13에 설명되어 있다. 표 7.11은
코드 최적화 과정에서 사용된 유전자 알고리즘의 변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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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code 최적화과정에 사용된 GA 매개변수
매개 변수

값

개체군 크기

50

최대 세대수

1000

교차연산 확률

0.5

돌연변이연산 확률

0.4

이동 결합 허용 범위

염기배열 길이 전체

결찰법 오류 확률

0.001

임계값

0.005

GA 종료

5

선택연산자 종류

Roulette W heel

표 7.12 코드 최적화 시 염기배열 길이
매개 변수

값

위치 염기배열 길이

20

가중치 염기배열 최대 길이

40

가중치 염기배열 최소 길이

1

가중치 염기배열 증가 크기

1

다. 변화를 많이 주기 위해서 돌연변이 연산자의 비율을 상당히 크게 하였다. 임계
값은 식 (2)의 변환함수에서 사용하는 값이고, 적합도가 5이하로 내려오면 최적화
를 종료하도록 하였다. 표 7.12는 코드 길이에 대한 제약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위
치

염기배열(position

sequence)은

20bp로

고정하고,

가중치

염기배열(w eight

sequence)은 1bp로 시작하여 최적화 과정에서 1bp씩 증가시키면서 greedy하게 찾
았는데, 최대 40bp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표 7.13은 분자 알고리즘의 여러
변수를 설명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코드를 최적화하였기 때문에 반응 오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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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3 MP 실험 변수
매개 변수

값

반응 횟수

1,000,000

pool 크기

50,000

반복(iteration) 횟수

10

초기 oligo 수

1,000,000

없다고 가정하여 항상 정확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실험 시간을 단축시
키기 위해서 매번 반응이 있을 때마다 해를 생성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DNA
들은 각각 1,000,000번씩 반응하는 과정을 10번 반복하여 해답을 생성한다. 역시
Pool의 크기도 계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50,000으로 고정하였다.

( 2) 실 험 결 과
우선

NACS T 를 이용해서 최적화된 코드를 찾았다. 코드 최적화과정에서 적합

도의 변화는 그림 7.9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GA를 사용하면 코드
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서 적합도는 생물학 실험 과정
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실제 가중치와 염기배열로 표현된 가중치의 차이를 의미하
므로 0이 최적의 적합도가 된다. 그리고, 식 (1)의 임계값을 표 7.11에 있는 것처럼
0.005로 했을 때 738세대에서 0이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변동
이 심한 것은 적합도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코드의 길이를 증가시켜서 다시 최적
화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드 길이가 증가하면 적합도가 나빠지고, 어느
정도 좋아진 후 정체되고, 다시 코드 길이가 증가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표 7.14에 설명된 것처럼 모두 30번 실험을 하여 22번 해를 찾았다. 대략 2/ 3
정도의 확률을 해를 발견하는 데, 이것은 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무작위로 해가
생성되기 때문에 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반응 횟
수를 증가시킨다면 항상 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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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적합도 변화 그래프
표 7.14 문제에 적용한 결과
실행횟수

해를 발견한 횟수

30

22

표 7.15는 실제 가중치와 수소 결합의 수와 염기배열의 길이를 비교하고 있는
데, 수소 결합의 수를 사용한 방법이 가중치를 성공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염기배열의 길이를 보면, 13번째 간선과 14번째 간선이 가중치는 크
게 차이가 나는데, 염기배열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언덕 오
르기 기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결합 선호도를 사용한 방법과 비교해 볼 때, 가중치 표현 방
법을 개선하여 필요로 하는 염기배열의 수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분
자 알고리즘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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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5 실제 가중치와 염기배열의 길이 및
수소 결합 수로 표현한 가중치 비교
간선

가중치

가중치 염기배열 수소 결합 수

염기배열 길이

0 (0 → 1)

3

49

21

1 (0 → 2)

5

72

30

2 (0 → 6)

3

51

21

3 (1 → 0)

3

53

21

4 (1 → 2)

3

56

21

5 (1 → 3)

7

101

45

6 (1 → 6)

11

164

57

7 (2 → 0)

5

73

32

8 (2 → 1)

3

51

21

9 (2 → 3)

3

51

21

10 (3 → 1)

7

103

46

11 (3 → 2)

3

56

21

12 (3 → 4)

3

52

21

13 (3 → 5)

9

138

56

14 (3 → 6)

11

164

57

15 (4 → 3)

3

51

21

16 (4 → 5)

3

49

21

17 (5 → 3)

9

132

56

18 (5 → 4)

3

52

21

19 (5 → 6)

3

55

21

20 (6 → 0)

3

53

21

21 (6 → 1)

11

162

57

22 (6 → 3)

11

162

57

23 (6 → 5)

3

51

21

- 73 -

Ⅷ. 결 론
무어의 법칙에 의하면 18개월마다 컴퓨터의 성능은 2배로 발전해야 한다. 지금
까지는 그 법칙에 따라 컴퓨터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지만, 조만간 기술적
인 한계에 도달하면서 컴퓨터의 성능 개선도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 DNA 컴퓨팅 기법을 제안한다.
DNA 컴퓨팅 기법이 가지고 있는 병렬성을 이용하면 현재의 컴퓨터로 해결하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NP- com plete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개발되지 못했던 다양한 응용들을 개발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생체 분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소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기존의 진화 연산 모델보다 생체 컴퓨터(bio- computer)의 구현
가능성이 높고, 다른 분야로의 기술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기존의 DNA 컴퓨팅 기법은 계산 알고리즘이 비효율적이고 적절한 문
제 표현 방법(encoding m ethod)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분자 프로그래밍(Molecular Prog ram ming ) 기법을 제안하고, 코드 최적
화

방법(Code

Optimization

Method)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실험을

위해서

NACS T (Nucleic A cid Com puting S imulation T oolkit)라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모든 실험에 사용하였다.
제안한 기법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해밀토니안 경로 문제(ham iltonian path
problem ), 최대 클리크 문제(m ax im al clique problem )를 해결하였다.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들은 DNA 컴퓨팅의 효율을 크게 향상시
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개선된 DNA 컴퓨팅 기법을 응용할 분야로 그래
프

최적화

문제를

선택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순환

판매원

문제(travelling

salesm an problem)를 해결하였다. 아직 작은 크기의 문제만을 해결하였지만 조만
간 실제로 사용 가능한 크기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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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 trac t
DNA com puting uses real bio- molecules to perform com putations s upported
by m olecular biology and genetics. T his contrasted w ith other com putational
paradigm s w hich are biologically inspired but did not use real bio- m olecules.
Com putation technolog ies at the m olecular lev el are ex pected to build m ore
reliable bio- com puters and have w ider technological effects due to the pow erful
inform ation storage ability and m ass ive parallelis m

of bio- molecules. T herefore,

m any res earchers has been studied on DNA com puting and a lot of applications
are dev eloped. One of natural applications of DNA com puting is to s olve
NP- com plete problem s.
T he effective com puting m odels reflect the characteris tics of bio- molecules
hav e not been developed yet. T he basic computing m odels are still used. F or
lack of basic m odels' abilities, the result of DNA com puting m ethods are not
satisfactory. T o overcom e this draw backs, this paper sugg ests a new DNA
computation

m odel,

called

Molecular

Program m ing

(MP).

Molecular

program m ing is ins pired by genetic prog ram ming and can take advantag e of
bio- m olecules abilities such as fast com puting s peed and m ass ive parallelis m .
Also, this paper proposes code optim ization procedures to represent the g iv en
problem s into DNA s equences . Code optimization procedures are based on a
genetic alg orithm and some other evolutionary algorithm s. T hrough this code
optim ization

m ethods,

DNA

sequences

can

be

optim ized

to

im prove

the

efficiency of com putation and to m inim ize the errors. Using proposed methods,
the

efficiency

and

reliability

is

im proved. F inally

NACS T

(Nucleic

A cid

Com puting S im ulation T oolkit) has been developed to s im ulate DNA m olecules
and ex perim ental s tages .
T o show the perform ance, im proved DNA com puting is used to s olve
combinatorial optim ization

problem s. T he improvem ent

is

dem onstrated

by

solving ham iltonian path problem s, m ax imal clique problem s, and travelling
salesm an problem s.

Key w ords :

DNA

com puting,

Molecular

m ethods , ev olutionary com putation

Prog ram ming ,

code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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