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NA 컴퓨팅 기술  

Wisconsin대 Lloyd M. Smith 교수가 주관하는 화학과와 컴퓨터과학과의 연구진이 공동 연구
하여 마침내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서 DNA 화학과 생물공학을 활용한 수학논리 체계를 확립하
였다[Nature, 403, 175 (2000)].  

수학문제의 난이도는 최상의 알고리듬이 그 해를 계산해 찾는 속도로 분류된다. '쉬운' 문제는 
알고리듬이 해를 찾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변수 수의 다항식(polynomial) 함수(다항식 시간 
또는 P 문제)로 표현된다. 또한, 유명한 판매원 이동(travelling salesman) 문제와 같이 비결
정론적(non-deterministic) 다항식 시간 또는 NP 문제의 범주도 있다. 최악의 경우, '어려운' 
NP 문제의 경우 해를 찾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변수 수의 지수함수로 증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자연수 N의 인수를 찾는 것은 다항식 시간을 따르지 않지만, 다른 수 d가 N의 인수
임을 밝히는 것은 쉽다. 순차적(sequential) 알고리듬들이 모든 NP 문제들을 다항식 시간에 
따라 풀 수 있는 지에 대해 컴퓨터 과학자들이 연구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답은 불분명
하다.  

1994년 Leonard Adleman 박사가 Hamiltonian 경로 문제(그림 a 참조)에 대하여 DNA에 기
초한 다항식 시간법을 발표하여 컴퓨터 학계에 커다란 파장을 던진 바 있다[Science, 266, 
1021 (1994)]. 이 Hamiltonian 경로 문제는, 지도상에 위치한 여러 도시들을 운항하는 비행
기가 각 도시를 단 한번씩만 지나는 비행경로를 찾는 문제이다. 이 NP 문제는 매우 어려운 것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계산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하여 Adleman은 공간(필요한 DNA의 양)을 
시간(필요한 생화학적 단계 수)으로 맞바꾸었다. 그의 핵심적 아이디어는, 지도상의 도시들 그
리고 두 도시간 거리가 DNA 가닥(strand)에 암호화되었다고 보는 데에 있다. 액체 속을 확산
해 나가는 수 백만 개의 DNA는 가능한 모든 비행경로 형태로 스스로 조합되며, 현명하게 분자
이동들을 하여 옳은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Adleman 박사는 많은 가능
성 중에서 하나의 옳은 답을 찾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림. Hamiltonian 경로 문제의 해법(a)과 DNA 컴퓨팅을 이용한 3-SAT 문제의 해법(b).  

모든 NP 문제는 많은 수의 논리적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
다. 각 논리 조건은 3개의 변수(참 또는 거짓의 값을 가짐)들로 구성되고 이 변수들은 'OR'의 
논리관계로 연결된다. 예를 들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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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다. 3-SAT로 알려진 이 문제는 모든 NP 문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다. Wisconsin대 Smith 교수 연구팀은 3-SAT의 간단한 경우에 대하여 DNA 컴퓨팅 기법의 
병렬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으로 적절한 시간 내에 해를 구하는 데에 성공한 것이다.  

연구팀은 3-SAT 식의 변수들을 이진수의 서열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이진수 서열은 DNA 
한 가닥이 지닌 특유의 핵산 서열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TGCGG는 001을 의미한다. n개의 

변수가 있다면 2n개의 해답(또는 Watson) 가닥이 존재하므로, 세 개의 변수를 표기하기 위해
서는 여덟 개의 Watson 가닥이 필요하다. 각 Watson 가닥에 대해 해당 짝(A는 T와 C는 G와 
짝을 지음)을 갖는 Crick 가닥도 존재한다. 특정 3-SAT 식(그림 b 참조)의 모든 논리조건들
을 만족하는 여덟 개 Watson 가닥에 해당하는 Crick 가닥을 알아내는 것이 목표이다.  

연구팀은 우선 가능한 해의 후보들인 Watson DNA 서열들을 금 표면에 부착하였다. 다음으
로, 첫 번째 논리조건에 해당하는 Watson 서열과 짝 지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Crick 가닥들
을 투입하였다. 이러면 이중나선 DNA가 형성된다. 짝을 형성치 못한 DNA 가닥들은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므로 효소로 파괴한다. 그리고 나서 표면을 가열하여 짝 가닥



을 용해시켜 떼어내어 새로운 Crick 가닥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서열
과 짝을 이루도록 한다. 이 과정을 나머지 조건들에 대하여 반복하면, 종국적으로 모든 논리조
건을 순차적으로 만족하는 가닥들만 남게된다.  

이 시스템에서 DNA '해답들'은 질서정연하게 표면에 배열되기보다는 불규칙적으로 부착되므
로 답을 판독하기 위해서 polymerase 연쇄반응을 통해 잔류한 가닥들을 증폭시켜야 한다. 그 
들이 무엇인가는 원래의 가닥 서열 순서를 갖는 DNA array와 짝지어 결정할 수 있다. 대상 

DNA 분자를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단계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니므로, 이 알고리듬에 의해 2n개
의 가능한 해들을 검색하는 데에는 논리조건의 수를 k라 할 때 단지 (3k+1)개의 단계만 필요

하다. 기존의 고안된 가장 우수한 알고리듬이 1.33n개의 단계를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하면 이 방
법은 엄청난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예로, 30개의 논리조건과 50개의 변수를 갖는 3-SAT 문제
의 경우 기존의 계산 알고리듬은 1.6백만개 단계가 필요하지만 Smith 교수 연구팀이 고안한 
DNA 컴퓨터는 단지 91개 단계만 필요할 뿐이다.  

컴퓨터과학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 결과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다. 하지만, 더 큰 3-SAT 문
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 방법을 확장하는 것은 여전히 비현실적이라 판단된다. 연구팀은 표면
에 의한 이 방법이 실용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현재의 컴퓨터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푸는 것은 먼 장래의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첫째로, DNA 화학에 내재하는 문제로
부터 유발되는 오류를 시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로, DNA 서열을 원하는 대로 제작하는 데

에 높은 비용이 든다. 예로, 50개 변수를 갖는 3-SA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015개
의 DNA 서열이 필요하다. 조합화학(combinatorial chemistry) 기법을 활용하여 DNA 이진
수 서열을 동시에 다량 합성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서로 간
섭하지 않는 DNA 가닥들을 다량 고안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결해야 할 사안
은 작은 3-SAT 문제들을 계산하는 데에도 필요한 DNA 분자 수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는 점이다.  

대안으로 Boolean 회로 진단과 같이 보다 다루기 쉬운 P 문제들에 이 표면에 의한 방법을 적용
하여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유기물 반
도체 표면에 DNA를 공간적으로 배열 부착하면 계산과 판독을 함께 가능할 것이다.  

기술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DNA 컴퓨팅의 이상적 응용이 큰 NP 문제
를 계산하는 데에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언젠가 생체에 이식된 유기 컴퓨터 장치가 여러 신호
를 입수하여 유기 투약 장치가 내보낼 응답을 계산하는 날이 올 지 모른다. DNA 컴퓨팅의 진보
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에 시금석이 될 것이다. [원문: Nature, 403, 14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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