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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IT와 BT일 것이다. IT는 워낙 언론매체

에 많이 노출되어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분야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실정이나, BT 관련해서는 단순히 시험관을 연상하는 사람이나 줄기세포 연구 정

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현재의 BT 분야는 예전의 소규모 실험을 벗어

나 대규모의 실험 수행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 이러한 대규모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정보학적인 방법의 도입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을 통상 IT와 BT의 융합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바이오 정보 기술이란 이런 대

규모의 생물학적 데이터를 시스템적으로 분석하여 정보를 추출하는 제반 기술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용어로는 생물정보학(바이오인포매틱스) 

혹은 계산생물학이 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 할 때는 이러한 정보 추출을 위한 

분석과정 뿐만 아니라, 생물학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부분도 포함해서 이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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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바이오 정보 분석은 일반적으로 생물정보학(바

이오인포매틱스, bioinformatics) 혹은 계산생물학

(computational biology)이라고 이야기한다. 생물학

적 실험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소규모 분석으로는 더 이상 생물학적 데이터를 처리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졌다. 대표적인 것이 생물체의 

DNA 서열을 판독하는 것인데, 사람의 염기서열은 

30억 개(생물학에서는 base라고 함) 정도 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이전의 생물실험에서 몇 천 베이

스 정도는 실험자가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것이 가능

하였지만, 현재의 30억 베이스 정도의 규모를 실험

하는 경우는 사람이 눈으로 일일이 하는 것 말고, 다

른 대안을 찾아야만 했다. 그래서, 이러한 HGP(사

람의 염기서열을 밝히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

면서 생물정보학도 같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

다. (그림 1)은 미국의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의 Francis Collins 박사가 제시한 향후 생

물학 분야에 있어서의 청사진의 일부분이다. 여기서 

계산생물학인 computational biology도 하나의 중

요 기둥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  

현재는 HGP도 마무리 되면서 밝혀진 염기서열

을 해석하는 분야에 많은 투자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염기서열을 해석한다는 것은 30억 베이스 중

에서 어느 특정부분이 어떻게 단백질로 되어서, 세

포내외에서 특정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밝히

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수많

은 연구분야가 있다. 먼저, 염기서열은 A, C, G, T의 

4가지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

는데, 이 문자열의 어느 부분문자열들이 단백질로 

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찾는 유전자 예측(gene 

prediction)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 염기서

열에서 개인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SNP라고 부

르는데, 이런 SNP 데이터를 이용하여 질병과의 연

관성을 분석하는 분야가 있다. 다음으로 최근에 가

장 많은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DNA 칩 기술을 이용

한 유전자의 기능해석 분야가 있다. 유전자 기능해

석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분야를 특별히 func-

tional genomics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상

태에서 수행한 실험결과 분석 방법으로, 단백질-단

백질 상호작용 데이터를 이용한 기능해석과 단백질

의 구조를 이용한 기능해석 분야가 있는데 이러한 

분야를 일반적으로 proteomics라고 이야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여러 바이오인포매틱

스 분석 분야 중에서 크게 functional ge-

nomics와 proteomics로 나누어 기술동향

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여

러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야

의 시장 동향에 대한 것도 시장보고서를 기

준으로 설명을 한다. 

Ⅱ. 바이오 정보 기술 동향 

1. Functional Genomics 

최근 유전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수천, 수만 개의 유전자를 한 번에 실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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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ollins가 제시한 향후 Genomics의 발전 방향에 대한
삽화로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생물정보 분석인
Computational Biology가 하나의 큰 기둥으로 자리 잡
고 있다. 

Human Genom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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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마이크로어레이 칩을 많이 사용한다. 이 실

험을 통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서로 다른 발현 양상

을 보이는 유전자 발현데이터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분석과 해석에 매우 관심이 높다. 

유전자 발현데이터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

적은 기능을 알지 못하고 있는 유전자들을 기능이 

알려진 다른 유전자들과 비교하여 그 기능을 예측하

기 위함이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유사한 발현패

턴을 갖는 유전자끼리 묶는 클러스터링이 있다. 클

러스터링을 수행하여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

들과 발현 패턴이 유사한 기능이 알려진 다른 유전

자들의 기능 정보를 가져와서 유전자 해석을 하는 

것이다. 

클러스터링 방법에는 발현 패턴이 유사한 유전자

들을 이웃하는 트리 형태로 구성하는 계층적 클러스

터링 방법[2]과 K개의 유사한 발현패턴 그룹인 클

러스터로 나누는 군집형 클러스터링 방법이 있다

[3],[4]. 계층적 클러스터링인 hierarchical 클러스

터링 방법은 (그림 2)와 같이 클러스터링 결과를 트

리 모양인 덴드로그램(dendrogram)으로 시각화하

여 전체적인 발현패턴을 파악하기는 좋으나, 데이터

를 특정 K개의 클러스터로 나누기 어렵다. 군집형 

클러스터링 방법인 K-Means나 SOM은 전체 데이

터를 분석자가 원하는 K개의 클러스터로 나누지만, 

클러스터링 결과가 초기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여러 가지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를 생성한 이후에 그 클러스터가 어떤 의미를 갖는

지 또 클러스터가 잘 묶였는지에 대해 해석할 필요

가 있다. 클러스터에 속한 유전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을 파악하여, 클러스터를 해석할 수 있으

며 클러스터 내의 또는 클러스터 간의 유사도

(homogeneity)나 분할도(separation)를 수학적으

로 계산하여 클러스터가 잘 묶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5]. 

그러나 클러스터에 속한 유전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라 하더라도, 그 특징이 대부분의 유

전자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클러스터의 대표 특징

이라 하기 어렵다. 또한 클러스터가 잘 묶였는지 수

학적인 계산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클러스터의 묶인 

정도를 수치화 함으로써 비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으나, 각 클러스터에 속한 유전자 데이터의 생물학

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한다. 만일 클러스터의 수학

적인 평가척도는 나쁘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유전

자들로 묶여 있다면 분석의 관점에 따라 잘 묶여진 

클러스터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6]. 

이에 대한 방안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생물학 온

톨로지(ontology)를 이용하여서 클러스터의 특징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생물학 온톨로지인 

GO[7]를 이용하여 클러스터의 대표 특징을 파악하

고, 대표 특징의 p-value를 hyper-geometric dis-

tribution을 이용하여 제공함으로써 클러스터의 생

물학적 특징의 유의미성을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평

가한다. 

클러스터의 해석에 사용하는 GO는 서로 다른 바

이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gene product에 대한 일

관성 있는 주석정보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프로젝트

로서 종(organism)에 독립적이고, biological proc-

esses, cellular component와 molecular function

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조화된 생물학 온톨로지이

다. 여기에 사용된 GO 용어 간에는 부모-자식의 관

 

(그림 2) Hierarchical 클러스터링의 덴드로그램에서
하위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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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설정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DAG 구조로 

되어 있다. 

GO를 이용하여 클러스터의 대표특징을 파악하는 

방법은 먼저 클러스터에 속하는 유전자들을 gene 

product로 대응시킨 후, gene product와 연결되는 

GO 용어의 분포를 조사한다. 따라서 클러스터에 속

하는 유전자들이 어떤 GO 용어에 많이 속하는지, 어

떤 대표 GO 용어로 요약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

한 대표 GO 용어가 우연히 뽑힐 확률인 p-value를 

다음과 같이 계산함으로써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검

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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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G는 주어진 종 내에서 전체 유전자의 개수, 

C는 주어진 GO 용어를 주석정보로 가지는 유전자 

개수, n은 클러스터 내 유전자의 개수, 그리고 k는 

클러스터 내에서 주어진 GO 용어를 주석정보로 가

지는 유전자의 개수를 나타낸다. 

위 식의 의미는 n개의 유전자로 이루어진 클러스

터 내에서 주어진 GO 용어를 주석으로 가지는 유전

자의 개수가 k개 이상인 경우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

다. 이 확률이 작을수록 우연히 k개의 유전자가 해

당 GO 용어를 가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즉, 클러스

터를 대표하는 GO 용어의 p-value 값이 작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GO 

용어가 GO에서 상위에 있을수록 전체 유전자에서 

GO 용어에 속하는 유전자들이 많아지므로 p-value

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GO 

용어의 p-value 값이 작을수록 클러스터가 잘 묶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Proteomics 

단백질 실험 데이터를 이용한 기능 예측 분야에

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PPI 데이터이다. 

PPI는 두 개의 단백질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또는 

결합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PPI는 생

체 내에서 많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8]과 [9]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전자들의 발현 양상과 이

들 유전자들의 해당 단백질들 간의 상호작용에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Ge 등은 (그림 3)에

서처럼 유전자 발현 데이터에 기반한 클러스터링 매

트릭스와 단백질 상호작용 테이블을 만들어서 같은 

클러스터에 들어 있는 유전자들의 해당 단백질들 사

이의 상호작용 빈도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8]. (그림 4)에서 보면 “in-

tercluster” 즉 같은 클러스터에 들어가지 않는 단
 

 
cluster 1(164) 2(186) 3(104) 4(170) ... ... 30(60)

1(164)       

2(186)       

3(104)       

4(170)       

... 

...       

30(60)       

ORF cluster ORF cluster 

HHF1 1 HHT1 1 

BUB1 2 BUB3 2 

ACT1 1 RVS167 4 

GLE2 3 RIP1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IM4 14 YKE2 22 

VAM6 27 VPS4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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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pair table 

(그림 3) 유전자의 발현 패턴 기반 클러스터링 매트릭스와 각 유전자와의 해당 단백질들간의 상호작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전자 발현패턴과 단백질 상호작용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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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들의 상호작용이 “intracluster” 즉, 같은 클러

스터에 들어간 단백질들의 것보다 그 빈도가 훨씬 

작음을 알 수 있다[8]. 이것은 유전자들의 발현 패

턴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 단백질들이 상호작용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에 앞서 설명한 

DNA 칩 실험을 통한 유전자 기능 해석처럼 단백질 

상호작용 데이터를 이용한 기능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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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pairs 

randomized
protein 
p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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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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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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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literature’ 
interaction 
pairs 

randomized 
protein 
pairs 

intercluster

intracluster

PID 
PID

(그림 4) “intercluster”는 같은 클러스터에 속하지 않은 단백질간의 상호작용을, “intracluster”는 같은 클러스터에
속한 단백질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데, “intracluster”의 빈도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유전자의
발현 패턴이 유사하면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왼쪽 상호작용 그림에서
왼쪽은 실제 PP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오른쪽은 가상의 PPI를 랜덤으로 구성한 것인데, 가상의
PPI에서는 유전자 발현 패턴과의 연관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기능이 알려져 있는 단백질들에 대해서 각 기능들 내에서 상호작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각 그림들이 
의미하는 것은 PPI 실험 방법들에 관한 것으로 첫번째는 TAP라는 실험방법, 세번째는 Y2H 방법에 의한 
실험 등이다. 색상은 상호작용 빈도가 높을수록 빨간색을, 낮을수록 흰색을 나타낸다. 세로는 알려져 있는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다. 

Energy production 
Amino-acid metabolism 

Other metabolism 

Translation 

Transcription 

Transcriptional control 

Protein fate 

Cellular organization 

Transport and sensing 

Stress and defence 

Genome maintenance 

Cellular fate/organization 

Uncharacterized 

Purified 
complexes 

(TAP) 

Purified 
complexes
(HMS-PCI)

High-throughput 
yeast two-hybrid Interaction density 

0        >10 

(actual interactions per
1,000 possible pairs) 

Correlated mRNA 
expression 

in silico predicted
interactions 

Genetic interactions
(synthetic 
 lethality) 

Overlap of 
high-throughput 

methods 

Reference set 
known complexes

(MIPS, YPD) 

18.027 interactions 33.014 interactions 5.125 interactions 

16.496 interactions 7.446 interactions 886 interactions 2.455 interactions 10.907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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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서는 해석 정보가 있는 단백질들 즉, 

단백질의 기능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 빈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이다[8].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PPI상에서 두 개의 단백질이 상호작용하는 경우 이 

두 단백질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guilt-by-

association rule에 기반하여 그 기능이 알려져 있

지 않은 단백질을 PPI상에서 상호작용하는 다른 단

백질들의 기능을 조사하면 그 단백질의 세포 내 기

능과 세포 내 위치 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단백질의 기

능을 예측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10]. 

Schwikowski 등은 기능이 알려져 있지 않은 단백

질과 PPI에서 이웃하고 있는 단백질들의 기능들을 

리스트상에서 정렬하여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능을 

그 단백질에 부여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

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PPI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

른 정보를 예측하고자 할 때는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PPI 데이터는 그 실험 디자인 자체가 아

직까지 신뢰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하고자 하는 PPI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 실

험방법들에서 같이 나타나는 즉, A, B 두 개의 단백

질은 Y2H 방법을 이용하여도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TAP 방법을 이용하여도 상호작용이 나타난다고 하

면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A-B 상호작용

에 대한 신뢰도를 부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다

른 여러 종에서 같이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높은 신뢰도를 부여하는 등과 같은 분석이 우선되어

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Bio-Database Service 

앞서 설명에서는 주로 바이오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였다. 이번에는 이러한 

바이오 데이터(주로 염기서열 정보, 유전자 해석 정

보 등)를 얻을 수 있는 3개의 바이오 데이터베이스

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들은 일단적으로 genome 

browser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다. 각 바이오 개체

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하나

의 유전자 이름만 알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쉽게 얻

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재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이

터베이스는 (그림 6)의 NCBI[11], (그림 7)의 En-

sembl[12], 그리고 (그림 8)의 UCSC[13] 등이다. 3

개 모두 사용자의 시각적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genome browser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NCBI와 Ensembl은 생물학자가 설계하였고, 

UCSC genome browser는 전산학자가 설계하였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설

계 효율성이나 시스템 스루풋 등과 같은 것은 다소 

UCSC가 앞서고, 시각적인 것은 NCBI와 Ensembl

이 앞선 듯한 느낌이다. 이들 데이터베이스들은 FTP 

(그림 6) NCBI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Genome Bro-
wser의 한 모습이다. 각 종별로 염색체 단위
로 보여주고 있으며, 유전자 혹은 단백질 이름
들과 같은 바이오 개체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에는 “Search” 창을 통해 바로 검색하여 정
보를 추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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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하는 모든 바이오 정보를 

가져와서 대용량으로 genome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NCBI 데이터베이스로부

터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Ensembl과 UCSC에서

는 NCBI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

나 아이디를 같이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바이오 정보 시장 동향 

1. 전 세계 바이오인포매틱스 매출 현황 

및 전망  

현재까지는 바이오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서버

와 스토리지 등의 하드웨어 시장이 주종을 이루었으

나, 데이터 분석 등의 소프트웨어 시장의 증가율이 

커지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데이터를 가공한 고부가

가치 바이오 콘텐츠 서비스와 콘텐츠 활용 로열티 

등의 간접 시장이 있으며 (예를 들면, 바이오 콘텐츠 

매출은 2001년 3.3억 달러로서 같은 해 2억 달러의 

소프트웨어 매출보다 현저하다[14]), 대부분의 세

계적인 제약기업 등 주요 바이오 기업들은 바이오인

포매틱스 기술을 내부 역량으로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오인포매틱스 기술의 특성상 어느 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모든 기술을 보유하기는 어려우

므로 제약회사와 같은 거대 기업과 소규모 바이오 

정보 벤처기업 간의 제휴와 합병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2. 전 세계 바이오인포매틱스 시장 

<표 1>의 시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인

포매틱스 시장은 크게 분석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와 

enterprise system 판매 업체 및 consulting ser-

vice provider로 구분된다[15]. 바이오인포매틱스 

시장은 대략 2001년에 5억2천만 달러에서 시작하

여 2005년에는 20억6천만 달러에 이르고 2010년

까지 78억9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데이터 저장 

 

(그림 7) EBI에서 제공하고 있는 Genome Browser인
Ensembl의 모습으로 현재는 사람의 5번 염색
체의 일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nsembl에
서는 자체 아이디뿐만 아니라, NCBI의 바이오
개체 정보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 

 

(그림 8) 미국의 UC Santa Cruz 대학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UCSC Genome Browser의 모습이다. 
다른 두 개와 다르게 전산학자가 설계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로 방향으로 염색체 베
이스를 나타내고 세로 방향으로 보고자 하는
각각의 정보들이 놓여 있다. 이들 바이오 정보
들은 활성/비활성을 각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
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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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현재 시장 크기는 2억6천만 달러이며 분

석 소프트웨어 시장은 1억5천만 달러, Enterprise 

system 공급 시장은 5천만 달러, 공공 데이터베이

스 접근 공급자(public database access provider) 

및 컨설팅은 각각 3천만 달러 정도이다.  

바이오인포매틱스 시장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바이오인포매틱스 시장이 여

러 기술 분야와 응용 분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다. 또한 바이오인포매틱스와 관련된 산업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대부분의 업체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오인포매틱스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약회사와 바이오테크

놀로지 회사의 연구 개발 비용 대비 IT 예산을 비교

하여 조사를 해 볼 수 있다. 전 세계 제약회사와 바

<표 1> 바이오인포매틱스 세계 시장 

(단위: 백만 달러)

구분/연도 2003 2004 2005 2006 GAGR (’03~’06) 

서버/클러스터 4,743.50 5,597.30 6,504.10 7,935.00 17.90 

데스크톱 1,399.20 1,501.30 1,603.40 1,747.70 7.40 

스토리지 4,978.80 6,572.00 8,583.00 11,844.50 32.30 

소프트웨어 3,763.70 4,365.80 5,195.30 6,702.00 19.50 

서비스 3,075.60 4,090.60 5,481.40 7,399.80 32.60 

네트워킹 674.00 896.40 1,210.10 1,621.50 34.60 

기타 156.30 197.00 260.00 356.20 26.60 

합계 18,791.00 23,220.40 28,837.30 37,606.80 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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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테크놀로지 회사의 연구 개발 비용($US Billion)

은 다음과 같다((그림 9), (그림 10) 참조)[15]. 

전 세계 바이오인포매틱스 시장 규모는 (그림 

11)과 같다[15]. 

3. 세부 분야별 바이오인포매틱스 시장 규모 

바이오인포매틱스 시장의 커다란 부분은 데이터 

저장 공급자가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략 전체 시장

의 50% 정도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분석 소프

트웨어 시장으로 30% 정도를 점유하고 Enterprise 

system 공급자가 10%를, 그리고 공공 데이터베이

스 접근 공급자와 컨설팅이 각각 5%씩을 갖는다. 

(그림 12)는 세부 분야별 전 세계 바이오인포매틱스 

시장 규모이다[15]. 

4.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 

바이오인포매틱스 기술을 이끌 응용 분야는 유전

자 서열 분석, 발현 분석, compound library crea-

tion, HTS, 단백질 분석, 단백질 구조 결정, PPI, 

SNP identification and validation, SNP analysis 

and genotyping 등이 있다. 전 세계의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대량의 분자생물/생화학 실험 데이터의 증

가와 함께 이러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관

리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각종 바이오 데이터는 각종 소프트웨어 툴에 

의하여 분석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공유된

다.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석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단

순 유전자 서열 분석에서부터 PPI까지 그 범위가 넓

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약개발을 위한 생물학적 패

스웨이의 in silico 모델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에 대한 추세가 있다.  

생물학적 데이터의 급증은 high-throughput 기

기의 발전과 이용에 있다. 이에 따라 넘쳐나는 생물

학적 데이터의 관리와 분석을 위한 바이오인포매틱

스 도구의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기존의 genomics 

도구에서 점차 산업체들은 proteomics, pharma-

cogenomics와 chemoinformatics 등의 응용 분야

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한편, 바이오인포매틱

스 분석 도구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

서 더욱 정교하고 customized된 도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높은 정확도, 경쟁력 있는 가격 및 빠른 분석 

속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인포매틱

스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은 2004년부터 향후 5년 

동안 매년 9.3%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 증가율

은 제약업체와 proteomics 분야에서의 분석 도구 

채용 증가에 기인한다. (그림 13)은 전 세계 바이오

인포매틱스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 전망을 나타낸 도

표이다[14]. 

<표 2>에 의하면 학교와 제약업체에서 주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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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는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석 도구가 유전

자 서열 분석과 유전자 발현 분석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genomics 분야가 바이오인포매

틱스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15]. 하지만 proteomics와 pharmacogenomics 

응용분야가 성숙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높은 성장

률과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다. 제약업체의 바이

오인포매틱스 분석 도구 채용은 현재의 경제 및 경

기 동향과 맞물려 서서히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분야별 시장 점유율의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2004년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석 소프트웨어 

전체 시장은 2억4천만 달러이며 2009년에는 3억7

천5백만 달러로 예상된다.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석 

소프트웨어 분야별 시장 점유율은 (그림 14)와 같이 

예상된다[14]. 

한편 분야별 성장률은 proteomics와 pharma-

cogenomics의 증가율이 커질 것이며 genomics의 

성장률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Ⅳ. 결론 

바이오 정보 기술과 관련하여 현재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바이오 정보 기술은 IT

와 BT의 융합 기술로서, IT 기술력뿐만 아니라, BT

에 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접근할 수 있는 분야

이다. 현재 전 세계는 바이오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BT 분야의 발전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경부터 투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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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바이오인포매틱스 연구 분야별 시장 점유율 

Segment 2004년 share 2009년 share 

Genomics 55% 50% 

Proteomics 17% 20% 

Chemoinformatics 18% 19% 

Pharmacogenomics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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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지만, 미국 등과 같은 이 분야 선두주자에 

아직도 많이 처져 있는 실정이다. 현재 기술 발전의 

큰 장애 요소는 국내외 시장의 미성숙을 들 수 있다. 

여러 시장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시장 발전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형성

은 미미하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EU 등에서는 국

가적 차원에서 미래 대비하여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지표들을 볼 때, 바

이오 정보 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이오 정보 

분석에 관한 향후 추세는 각 종별로 염기서열이 다 

밝혀짐에 따라, 비교유전학(comparative genom-

ics)과 시스템적 분석인 genome-wide analysis 방

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약어 정리 

DAG  Directed Acyclic Graph 

DNA  Deoxyribo Nucleic Acid 

GO  Gene Ontology 

HGP  Human Genome Project 

HTS  High Throughput Screening 

PPI  Protein-Protein Interaction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TAP  Tandem Affinity Purification 

Y2H  Yeast-2-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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