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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정보기술(Bioinformation Technology, BIT)은 생명공학(Biotechnology, BT)과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IT)의 복합어로서 두 분야의 융합기술 분야를 가리킨다. BIT는 다시 BT를 

한 IT 기술과 IT를 한 BT 기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의 표 인 로는 생물정보학(bioinfor- 

matics)을 들 수 있고 후자의 로서는 DNA 컴퓨 을 들 수 있다. 본 특집호는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산학연 기 의 문가들을 청하여 바이오정보기술에 한 국내외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발  망을 정

보과학회 회원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취지로 기획되었다. 총 9편의 논문이 국가연구기 에서 두 편, 산업

체에서 두 편, 학에서 네 편, 그리고 학연 공 로 1편으로 구성되어있다.   

처음 세 편의 은 연구 분야를 포 으로 소개하고 있다. “생명과학과 컴퓨터과학”(서울 학교 장병

탁, 자통신연구원 박선희)은 생명과학의 기본 용어와 유 체후속(post-genome) 연구 분야를 살펴보고 

재 국내 생명정보학 연구 기 들이 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연구 개발 사례들을 개 한다. 이 은 이

번 특집호의 내용을 체 으로 다시 한 번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지는 “유 체의학을 한 생명

의료정보학”(부산 학교 김철민)은 의료정보 리를 한 컴퓨터  IT 기술을 소개하고 있으며 “시스템생

물학 연구동향”(서울 학교 조 )은 최근 많은 심을 끌고 있는 새로운 연구 분야로서 시스템 생물학 

분야의 역사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세 편의 논문은 조  더 기술 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유 체학과 생물정보 사업”(스

몰소 트 박기정)은 유 정보분석에 련되는 소 트웨어 기술을 소개하고 산업체 에서 바이오정보산

업의 국내 황과 비 을 논한다. “기계학습/텍스트마이닝과 생명과학”(경북 학교 박성배)에서는 바이오

데이터와 바이오 련 문헌을 마이닝하기 한 기계학습 기술과 응용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나노바이

오지능 분자컴퓨터: 컴퓨터공학과 바이오공학, 나노기술, 인지뇌과학의 만남”(서울 학교 장병탁)에서는 

바이오분자를 정보 장  처리 매체로 사용한 분자 컴퓨터를 사용하여 뇌의 정보처리 원리를 분자 수

에서 실 하기 한 나노바이오지능 기술을 소개하고 최근 련분야에서의 국내외 기술 황  응용 사례

들을 소개한다. 이 은 이번 특집호에서는 유일하게 BT를 한 IT 기술이 아니라 BT를 활용한 IT 기술

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 세 편의 은 정부출연기   산업체 차원에서의 바이오정보기술의 최근 연구 개발 사업의 

황과 앞으로의 발  망을 소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BIT 련 연구개발사업 황/계획”( 자통신연구

원 박선희)에서는 IT의 새로운 사업 분야로서 생물정보분석 소 트웨어 개발 사례를 기술하고 정통부 차

원의 연구개발 사업 방향에 하여 논한다. “국내 바이오산업과 BIT 연구개발 황”(디지탈 지노믹스 윤

정호)에서는 지식기반경제 환경에서의 BIT 산업의 가치와 나아갈 방향을 논하고 BT 분야와 IT 분야의 

역할에 하여 제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 체정보센터(NGIC): 생명정보사회를 비한 10만 양

병”(국가유 체정보센터, 박종화)에서는 센터의 설립 배경과 추진 사업  주요 서비스 업무를 소개하고 

향후 발 의 비 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한 가지 언 할 것은 BIT 분야는 그 동안 상호 작용이 별로 없었던 두 개의 학문 분야가 서로 

만나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용어의 사용이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다. 를 들어, 어

로 bioinformatics를 자에 따라서 바이오인포매틱스, 바이오정보학, 생물정보학, 생명정보학, 생정보

학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나 이들 간에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특집호에서는 

자의 의견을 존 하여 그 로 실었다. 모쪼록 이번 호를 통해서 가장 포 인 의미에서 생명과학과 컴퓨

터과학의 융합 기술 분야로서 바이오정보기술(BIT)에 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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