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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formatics 는 생물정보학은 생물학과 컴퓨터과학의 경계에 있는 학제 인 연구 분야로

서, 특히 최근 들어 인간게놈 로젝트 등을 통해 분자생물학 데이터들이 량으로 산출됨에 따라 

그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생물정보학은 흔히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기계학습, 그래픽스 

등의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생물학 데이터를 장, 분석, 해석하는 계산 생물학’으로 이해된다. 

다른 한 편으로 생물정보학은 ‘생물 시스템의 정보 처리 원리를 바탕으로 계산을 수행하는 컴퓨터 

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연구 분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본 특집호에서는 이 두 가지 

방향의 연구에 한 최근 연구 동향을 악할 수 있도록 생물학자와 컴퓨터과학자들의 원고로 균

형있게 구성되었다. 

첫 번째 논문 “컴퓨터과학과 생명과학의 만남” (김삼묘)에서는 산학과 생물정보학의 상호보완

인 계를 개 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생명공학이 당면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하여 컴

퓨터과학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역기여 즉 생명공학기술이 어떻게 컴퓨터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 3편의 논문은 재 생명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

자들에 의하여 쓰여진 원고이다. “게놈 로젝트를 한 생물정보학” (김양석)에서는 

post-genome 시 를 맞이하여 생물정보학의 연구 동향과 그 발  가능성에 해 기술하고 있

다. “EST를 이용한 Tissue Expression 분석 시스템 구축” (허철구 외)는 EST 단편 서열을 가

지고 해당 서열의 유 자 발 과 계되는 조직의 분포를 자동으로 분석하기 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DNA Chip 기술” (황승용)은 동시에 많은 수의 유 자를 

빠른 시간 안에 검색하기 한 DNA chip의 제작 방법과 종류  활용 분야에 하여 기술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6편의 논문은 산학자들에 의하여 쓰여졌으며 분자 생물학의 문제 특히 

DNA, RNA와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기 해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컴퓨터 모델링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법에 해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  “분자생물학과 알고리즘” 

(김진 외)에서는 분자생물학에서 생되는 계산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한 산학의 기법들에 

하여 포 으로 논한다. “계산  계통분류학” (조환규 외)에서는 생물체의 진화  과정을 역추

하여 그 계통도를 구성하는 알고리즘 인 방법들을 소개한다. “유 자 정렬  재배열 알고리

즘” (조보형 외)에서는 주어진 유 자들의 서열을 비교하여 유 자 서열간의 유사성 정도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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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와 한 생물체가 가지는 유 체의 재배열을 통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 체로 재구성이 가

능한지를 다루는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유 자 구조분석을 한 계산학  방법” (공은배)은 

DNA 서열에서 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즉 단백질을 coding하는 부분과 그 지 않은 즉 

non-coding DNA를 알아내는 계산학  방법에 해 살펴본다. “RNA 구조 측을 한 컴퓨터 

모델링” (한경숙 외)에서는 단백집 합성의 모든 단계에서 필수 인 역할을 담당하는 RNA의 이차 

는 3차 구조를 측하고 그 형성과정을 시뮬 이션하거나 시각화하는 방법에 한 연구를 소개

한다. “바이오 데이터 마이닝을 한 기계학습 기법” (김성동 외)에서는 분자생물학의 데이터 분

석 문제를 데이터마이닝 문제로 보고 이의 해결을 해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기법이 용된 사례

들을 조사 분석하 다. 

의 논문들이 컴퓨터과학을 분자생물학 연구의 도구로 사용하는 연구 주제를 다룬데 반해서, 

마지막 3편의 논문은 생물정보학의 연구로부터 밝 진 생체 시스템의 정보처리 기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연산 방식과 인공지능 기법을 개발하려는 시도에 한 연구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먼  

“DNA 컴퓨  기술의 개요  응용” (이상구 외)에서는 DNA 분자들이 가지는 막 한 정보 장 

 병렬 연산 능력을 바탕으로 계산을 수행하는 DNA 컴퓨  기술에 하여 소개하고 있다. 

다음 논문 “Molecular Computing with Artificial Neurons” (Conrad and Zauner)은 하나

의 (신경)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효소들의 병렬 인 생화학 반응에 기반하여 연산을 수행하는 

분자컴퓨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이 논문은 분자컴퓨  분야의 세계 인 권 자 의 한 사람

인 Michael Conrad 교수가 특별히 편집자의 청에 응하여 기고해  원고이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지능(Biointelligence) = 생물정보학 + 인공지능” (장병탁)은 생물시스템의 정보처리 원

리에 기반한 응 학습  추론 기술에 한 새로운 연구 분야로서 ‘바이오지능’(biointel-

ligence)을 정의하고 련 연구의 역사를 인공지능의 역사를 통해서 재조명하 으며, 재까지의 

연구 내용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하여 토론하고 분석하 다. 

본 특집호를 비할 때는 생물정보학에 한 다양한 주제를 다룰만한 연구자들이 국내에 과연 얼

마나 있을까 걱정하 었다. 그러나 편집을 마무리하는 시 에서는 오히려 원고의 수와 양이 과다하

여 걱정하게 되었다. 본 특집호의 이례 인 두께는 국내 생물학계, 산학계, 그리고 산업체에서의  

Bioinformatics에 한 심의 정도를 반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생물정보학은 국제 으로도 

형성 단계에 있는 새로운 연구 분야이며 이 특집호를 통해서 국내 산학계의 보다 많은 연구자들

이 Bioinformatics, Biocomputing, 그리고 Biointelligence에 한 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정보과학회지 편집 원회 

여러분, 바쁜 시간 에도 원고 청탁에 응해 주신 본 특집호의 자들, 그리고 원고 교정을 해 끝

까지 많은 애를 써 주신 정보과학회 사무국의 김경화 씨에게 감사의 뜻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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