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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컴퓨 " 특집호를 내면서

서울 학교  장병탁

생명과학은 컴퓨터과학과의 목을 통해서 최근 Reductionist Approach로부터 Integrative 

Approach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핵심 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오데이

터의 장 리 분석 기술인 바이오인포매틱스(bioinformatics)이다. 한편,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은 

바이오 기반의 새로운 컴퓨터 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며 그 표 인 로 DNA 컴퓨 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IT 기반의 BT 기술과 BT 기반의 IT 기술의 융합분야로서 바이오컴퓨

(biocomputing) 는 바이오정보기술(bioinformation technology, BIT)은 차세  신산업으로 등

장하고 있다. 지난 20세기에 반도체 칩 컴퓨터와 소 트웨어 기술이 IT 산업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처럼 21세기에는 바이오칩 컴퓨터와 바이오인포매틱스 기술이 BT 산업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본 특집호는 변하고 있는 생명과학과 컴퓨터과학 는 BIT 기술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컴퓨터

과학기술자들이 하게 될 새로운 기회와 역할에 해 논하는 것을 주요 주제로 한다. 생명과학 연

구기 과 산업계에서는 바이오정보기술의 필요성을 감하고 있는데 반해서 컴퓨터공학자들은 아직 

BT 련 연구에 한 동기 부여가 부족한 을 감안하여, 본 특집호의 집필진을 주로 정부출연기

과 벤처기업의 문가들로 구성하여 산업 일선에서의 연구개발 동향을 학계에 소개하는 기회로 삼았

다. 첫 번째의 원고 Computational Biology & Biological Computation(서울  장병탁)에서는 

분자생물학의 기본 개념과 바이오정보기술의 연구 분야를 포 으로 소개하고 21세기 생명공학과 

나노기술의 시 에 컴퓨터과학의 발 방향과 컴퓨터과학자의 역할에 하여 논한다.

다음 세 편의 원고는 정부 출연기 에서의 연구개발 사례를 기술한다. 국가유 체정보센터의 김상

수 박사가 센터의 역할과 비젼에 하여, 한국 자통신연구원(ETRI) 바이오인포매틱스 의 박선희 

박사가 IT 기반의 바이오데이터 마이닝  통합 리 기술에 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윤창노 박사가 생체 분자 시뮬 이션 기술에 하여 소개한다.

이어지는 네 편의 원고는 산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컴퓨  련 기술을 개 한다. (주)아

이디알의 김승목 박사가 신약개발을 한 바이오정보기술에 하여 소개하고, (주)스몰소 트의 박

기정 박사 외 5인이 웹기반 유 체 분석시스템 개발 사례에 하여, (주)이즈텍의 김양석 박사 외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Japan-Korea Joint Workshop on 

Algorithms and Computation

∙ 일    자 : 2003년 7월 3～4일

∙ 장    소 : 일본 동북 학

∙ 주    최 : 컴퓨터이론연구회

∙ 상세안내 : http://www.dais.is.tohoku.ac.jp/waac03/index.html 

1인이 DNA 칩 데이터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 분석에 하여, (주)마크로젠/이화여 의 박

석 교수가 미생물 유 체 규명을 한 DNA 조각 맞추기에 하여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고려 의 

임해창 교수가 자연언어처리와 기계학습에 기반한 바이오텍스트 마이닝 기술에 하여 소개한다.

본 특집호가 마침 정보과학회의 바이오정보기술(BIT)연구회 SIGBIT의 설립과 때를 같이하여 발

간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바쁜 시간을 내어 옥고를 써 주신 집필자 

여러분과 연구회 설립을 격려하고 조해 주신 많은 회원들께 감사의 말 을 드린다. 한 특집호 

기획에서부터 편집  발간까지 많은 수고를 해주신 정보과학회 사무국의 박 지 씨와 서울  바이

오지능연구실의 유지선 씨에게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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