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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마이크로소프트, DNA 기억 소자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개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Microsoft Research)는 DNA를 단위로 하는 기억 소자에 데이터를 저

장하고 그것을 읽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 따르면 DNA에 비디오 영상 등을 저장하고 오류 없이 읽어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었으며, 데이터 용량은 200MB로 영상 외에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 실험은 2016 년에 실시되었으며, 2017 년 들어 연구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 논문 “DNA 데이

터 스토리지 확장과 무작위 접근 검색(Scaling up DNA data storage and random access 

retrieval)”으로 발표되었음 

 기억 소자로서 DNA 가 주목 받는 이유는 ‘기억 밀도’에 있는데, 인터넷 상의 모든 정보를 

중형 사전 한 권 정도의 크기에 담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DNA에는 고밀도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

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DNA 저장 장치를 개발하고 몇 년 후에는 데이터 

센터에 설치해 운용할 계획임 

 현재의 저장 매체들은 물리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

는데, 광학 디스크나 하드 디스크, 플래시 메모리

(SSD) 등이 장기 보존 저장 매체로 사용되고 있으

나 하드 디스크의 기억 밀도는 1 평방 밀리미터당 

10GB(10
10
 바이트)로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음 

 이에 비해 MS가 개발한 DNA는 저장 밀도가 1 평

방 밀리미터당 10 의 18 승 바이트(10
18
 B)로 1 억 

배가 높아 기억 밀도가 현저히 높기 때문에 차세대 기억 소자로 주목 받고 있음 

 또한, DNA를 기억 소자로 사용하면 장기 저장도 가능하게 되며, DNA는 실리콘과 달리 부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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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NA 기억 소자에 데이터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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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파괴되기 쉽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DNA를 저온 저습으로 저장하면 노화가 매우 작음 

 매머드의 DNA로부터 매머드를 재생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DNA는 

수십만 년 전의 정보가 정확하게 유지될 수 있음 

 플로피 디스크나 카세트 테이프 판독 장치의 경우 제조가 중단되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DNA의 판독 장치(DNA 시퀀서)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아주 오랜 기간

에 걸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마이크로소프트는 DNA를 기억 소자로 사용하는 이번 연구결과를 프로토타입으로 삼아, 자체적

으로 차세대 스토리지 개발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DNA 를 저장 매제로 이용하는 논리는 매우 간단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함 

 DNA 를 메모리로 사용하려면 정보 2 비트를 DNA 를 구성하는 염기(A, G, T, C)에 인코딩하면 

되는데, 즉 A(00)-G(01)-T(10)-C(11)로 표현이 가능하며 AG의 경우 0001로 표현할 수 있음 

 현재 데이터는 0과 1로 구성되어 기억장치는 2비트로 구동되지만, 이를 DNA 소자를 이용하여 

A-G-T-C의 조합으로 대체하면 4비트로 구성되는 메모리 소자가 가능해 지는 것임 

 DNA 기억 소자는 논리적으로 랜덤 액세스 메모리(Random Access Memory)로서 기능하는데, 이

는 PC에서 사용되는 SRAM과 DRAM에 해당함 

 기억하는 정보의 기본 단위(레코드)를 정의하고 여기에 ID 나 주소, 혹은 페이로드를 설정하며, 

정보를 기록할 때 이런 구성의 DNA를 생성하게 됨 

 이 과정은 DNA 합성(DNA Synthesis)이라고 불리며 DNA 의 염기를 특정 배열로 쌓아 올리게 되

는데, 현재 많은 스타트업들이 등장하여 DNA 합성 기술이 고도로 진화하고 있음 

 생성된 DNA는 DNA 풀(DNA Pool)이라는 용기에 보관되며, DNA를 읽을 때는 DNA 판독 장치(DNA 

시퀀서)를 사용하는데, 유전자 분석 때와 같은 방식으로 용기 안의 DNA 서열을 읽어 냄 

 남은 기술적 과제는 DNA 생성 과정에서 어떻게 고속으로 DNA 를 생성하느냐인데, DNA 라

는 생물체를 생성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현재 DNA 생성 속도는 초당 400 바이트로 200MB를 생성하려면 약 80만 달러가 드는데, 상용

화를 위해서는 DNA 생성 속도를 올리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술적 돌파구가 필요함 

 결국 유전자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DNA를 편집하여 기억 소자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편집한 DNA를 미생물에 통합해 새로운 자료를 생성하는 ‘합성생물학’의 발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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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과 최신 IT 기술이 융합된 ‘합성 생물학(Synthetic Biology)’은 주로 신약 개발과 신소재의 

합성에 응용되고 있으며, DNA를 기억 소재로 한 데이터센터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임 

(Singularity Hub, 7. 16 & Digital Journal, 7.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