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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Insilicogen

인공지능 기술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생물정보 기업
㈜인실리코젠은 생물정보 전문기업입니다.

우리 기업은 다양한 생물학적 데이터 분석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실리코젠은 ‘AI drives Bioinformatics’라는 슬로건 아래 새롭게 펼쳐질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을 넘어 insilico Lab이라고 불릴 만큼 지능을

탑재한 강력한 컴퓨터가 연구실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人Co는 AI기술의 적극적 습득과 도입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발 빠르게 제공해
드릴 것이며, 한발 앞선 제안을 통해 고객의 미래를 함께 디자인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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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s Message

인공지능과 만난
생물정보 전문기업

㈜인실리코젠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데이터의 60% 이상을 가공하고 저장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우리의 발걸음을 AI가
이끄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in silico 상에서 질병의 원인과 솔루션을 찾고, 새로운 기능의 종자를 발굴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데이터 식품을 만드는 첨단 기술을 구현해내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실마리를

만들어냈습니다. AI가 선도할 바이오의 미래는 지난 시간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어본 그룹만이
다가설 수 있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저희 人Co는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생물정보 외길을 변함없이 걸어왔습니다.

앞으로의 Bioinformatics는 AI의 도움을 받아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in silico 상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이 BI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가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서비스를 디자인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이하는 많은 연구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늘 그래 왔듯 사람을 중시하며 기술의 진일보를 꿈꾸는 인실리코젠이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인실리코젠 대표이사 최 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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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Co는 사람을 중심Core 으로, 사람과 컴퓨터Computer 에 의해, 배려Consideration 와 소통Communication 을 통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는 ㈜인실리코젠의 브랜드 가치를 의미합니다.

생물정보 전문기업

생물정보의 공유와 소통을 통한 새로운 가치사슬의 창조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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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수평적 커뮤니케이션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창의적 조직문화

DSC

iLab

생물정보는 생물학 분야에서의 데이터 분석

생물정보를 접목한 최적의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Data Science Center

수준을 넘어 더 큰 의미의 데이터 과학을 필요로
합니다.

DSC는 기초과학, 마이크로바이옴, 동·식물 육종,
의료 등 전 생물정보 분야에 실용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전문 컨설팅

부터, 빅데이터 분석, 응용 확장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까지 통합 데이터 과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험계획부터 분석 전략과 방법, 데이터 분석환경

구축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까지 빅데이터 시대
연구실의 고민을 함께하겠습니다.

insilico Lab은 다년간의 경험으로 얻은 생물정보
노하우와 기술력, 다양한 솔루션의 컨설팅을 통해
여러분의 맞춤형 생물정보 파트너로서 연구실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제공합니다.

RDC

BS

생물학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IT와 수학을 도구로

다년간의 시스템 구축 경험과 체계화된 프로세스,

R&D Center(전문연구요원 병무청 지정 우수 연구기관)

의미론적 해석에 접근하며 전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드화된 생물학적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결합을 넘어서 동물, 식물, 미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NGS 관련 데이터 분석을 생물학
적인 의미 기반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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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lico Lab

Bioinformatics System Department

최고의 전문 인력에 생물정보 지식을 더하여,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해답을 주는 생물정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시스템에 정보를, 정보에 생명을 불어넣는 지식
정보화를 선도합니다.

History

지속적인 변화와
기업의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02
10

2004

06

인실리코젠(유통사업) 설립

2005

08

2006

04
05
06

천연물 유래 말라카이트 그린 대체 물질 개발
사업 공동 연구

국립축산과학원(구. 축산연구소) 동물유전체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2007

07
09

환경부 국가연구과제 참여대상 주관기관 선정
(환경유해물질-유전체 지식베이스 구축 및
시맨틱 기반기술 개발, 2008년~2010년)
수원첨단벤처밸리 사옥 입주

Biomax Informatics AG와 공통 연구 프로젝트
도출 및 기술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질병관리본부 신변종 병원체 조기탐지 유전자
DB 분석툴 개발사업 수주

국립문화재연구소 고대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2008

생물정보 컨설팅 전문법인
㈜인실리코젠 설립

2009

02

LabKM® 상표 등록

10

㈜인실리코젠 대전지사 개설

05

06

07

...

국방부조사본부 6.25 전사자 신원확인
유전자정보시스템 개발

㈜인실리코젠 R&D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국립농업과학원(구.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생명공학 육종정보 연계활용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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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3
05
09
12

한우 유전체 서열분석을 통한 단일 염기변이 		
완전 해독(영남대학교 생명공학부,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인실리코젠, CLC bio A/S, 솔젠트㈜)

01

3자간 Plant Genomics MOU체결
(㈜인실리코젠, CLC bio A/S, 서울대학교)

03
08

축산물품질평가원 쇠고기 이력제 실험실정보관리
시스템(LIMS)구축 사업 참여

0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추 SNP마커의 생물정보학적
분석 서비스 수주

11

Glter®(글터) 상표 등록

2010

2011

01
01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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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Ontle™(Web-based Ontology
Editing: 웹 기반의 온톨로지 편집
운영시스템) 국제 특허 출원

생물정보 인재양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숭실대학교 의생명시스템학부,
㈜인실리코젠)
경영혁신인증업체 선정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선정		
(2011년~2016년)

Ontle™(Web-based Ontology Editing :		
웹기반의 온톨로지 편집 운영 시스템) 특허 등록

12

고추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Nature Genetics’
공동 저자 등재(농촌진흥청 주관 차세대 바이오
그린 21 사업)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등록

공공데이터 예비 유망기업 선정
흥덕IT밸리 사옥 입주

학연 교류 협정서 체결(영남대학교,
한양대학교, 충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상명대학교)

2013

2014

07

KinMatch™(DNA 검색방법) 특허 등록

11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의 역사·과학적		
근거기반의 ICT 융복합 콘텐츠 활용시스템 및
정보 표준화 사업 수행(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10

2015

...

2014년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병무청
지정 연구기관 선정

01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확인 인증

10

한우 유전체 심포지엄 주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경상북도 후원)

09
11
12

㈜인실리코젠 대전지사 확장 이전
자본금을 2억원으로 증자
人CoFLEX 개소

01

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고용노동부)

12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장 수상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03

02
07

2016

빅데이터 기반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구축 MOU 체결(㈜광동제약)

01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일생활균형우수)

1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03

체형 및 대사 감수성 SNP 마커 및 진단정보
제공방법 국내특허 등록

병무청 지정업체 관리 우수업체 선정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장 표창
개인 형질 맞춤형 식이 성분 정보 제공을 위한
형질-화학물질 네트워크 기반 모델 개발 		
국내 특허 등록

2017

2018

03

2017년 성실납세자 선정

11

iF(INSILICO FOOD) 상표등록

08

신용보증기금 BEST 서비스기업 선정

2019

01
04

11
12

2020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사업 MOU 체결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2021

01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임금우수/일생활균형우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IncoGWAS 기반 동물 유전체
빅데이터 플랫폼 워크샵 실시
(출시행사)

멀티오믹스 데이터와 생존분석을
위한 표적 유전자 스크리닝 방법 및
스크리닝 장치 국내특허등록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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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협력을 넘어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세계적인 생물정보 그룹과의 실시간 업무협력체계 구축으로
제품개발 및 서비스를 향상하고 있습니다.

10 AI drives Bioinformatics.

국외 파트너십

LINC · 교육

하드웨어 · SI

바이오

Biobam

강원대학교

델코리아

㈜다윈바이오

AgileBio

Biomax Informatics AG
Elsevier

GeneCodes
Kyazma
Nebion

PetaGene
QIAGEN

Softberry

ThermoFisher

가천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상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영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한양대학교

다올티에스㈜
㈜뮤텍소프트
㈜씽크테크

㈜어빌리티시스템즈
오라클

이씨플라자㈜

㈜인터페이스정보기술
인텔코리아
㈜지니온

㈜케이쓰리아이
한국IBM

강남위담한방병원
㈜디엔에이링크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바이오코아㈜

㈜바이오플러스
㈜벤텍사이언스

(재)서울의과학연구소

㈜셀레믹스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SA피부과

㈜엘에이에스

주식회사 한독
㈜천랩

(유)퀴아젠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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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Analysis · Education · AI · Solutions · SI

국내·외 최고의 생물정보 전문가와
빠르고 신뢰도 높은 맞춤형 생물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유전체, 전사체, 변이체 분석을 포함한 생명과학 전 분야에 걸쳐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의 생물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요구와 목적에 맞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결과로 고객과 대화합니다.

60여 명의 생물정보 전문 인력과 국외 협력기관이 다년간 구축한 생물정보 분석 파이프라인 및
지식을 통해 고객의 목적에 최적화된 서비스Customized service 를 제공합니다.

해석하기 어려웠던 기존 데이터부터 특화된 새로운 연구의 데이터의 생산에서 분석까지 전문화된
서비스를 경험하십시오.

30종 유전체 해독 500TB 원천 데이터 분석

한우, 전복, 광어, 우럭, 고추, 고구마, 오이, 참 돔, 버섯 등

12 AI drives Bioinformatics.

인간

• 질병 연관 변이 분석(WES, Targeted)
Ingenuity Variant Analysis(IVA)

QIAGEN Clinical Insight Interpret(QCII)

• 유전자 발현 및 네트워크 분석(RNA-seq)
Ingenuity Variant Analysis

Ingenuity Pathway Analysis(IPA)

동·식물

• 유용 형질 관련 변이 분석

CLC Genomics Workbench

• 유전자 발현 분석(RNA-seq)
CLC Genomics Workbench

OmicsBox Transcriptomics Module

미생물

• 유전자 구조 및 기능 분석

OmicsBox Genomics Module

OmicsBox Functional Analysis Module

• 메타게놈 분석

CLC Microbial Genomics Module

OmicsBox Metagenomics Module

OmicSoft Land Explorer

전사체 분석

유전체 분석

변이 분석

• RNA-seq based 유전자 발현치 추정

• 전장 유전체 어셈블리

• Potential SSRs 분석

• 표준 전사체 어셈블리
•

DEG/Pattern 분석

• GSEA 분석

• Pathway 분석

• 프로모터/발현 연관 분석
• 네트워크 분석

• 유전체 사이즈 예측

• Repeat element 분석
• 유전자의 구조 예측

• Potential SNPs 분석
•

종/원산지

판별 마커 발굴

• 유용형질/육종 관련 마커 발굴

• 단백질 기능 구조 예측

• 유전병/질환 연관 SNP 분석

• Long non-coding RNA 분석

• Phylogenetic tree 분석

• 단백질 기능 예측
• Promoter 분석

• Gene family 분석

• Phylogenetic tree 분석

• GBS 활용 linkage map 작성

• Population structure 분석

후성유전체 분석

• 어레이/시퀀싱 기반 후성 유전체 분석

• Methylation/Histone mark·miRNA 분석

• DMR & Pattern 분석

• GSEA & Pathway 분석
• 발현/조절 통합분석

• Selective sweep 분석

• Genomic selection 분석
• 유효집단 개수 추정
• GWAS 분석

• 기계학습을 이용한 변이마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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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체 분석

16 고추 품종 간 SNP 분석 및 마커 분석

02 두경부암 방사선 내성 세포주 전사체 분석

19 Brucella(미생물) 6종 간 판별 마커 분석

01 단백질 제제 처리에 따른 PBMC 초기반응 전사체 발현 분석
03 인간 Brain tumor & Senescence 전사체 발현 연관성 분석
04 한우 전사체 분석 및 면역 관련 Pathway 분석

05 Genetically modified mouse(GEM) RNA-seq 분석

06 Equus ferus caballus 전사체 분석을 통한 유용 유전자 발굴

07 참전복/까막전복의 전사체 비교 분석

08 꽃노랑총채벌레의 표준전사체 어셈블리 및 annotation
09 닭의 조건별 small RNA(piRNA/miRNA) 발현 분석

10 국내 견종에 대한 잠조 EST 구축

11 왕지네 전사체 분석 및 신규 AMP 발굴

12 바퀴벌레 전사체 분석 및 신규 AMP 발굴

13 쥐오줌풀 표준전사체 어셈블리 및 발현 분석

14 돌돔, 조피볼락, 참돔, 숭어 병원성 미생물감염에 따른 전사체 분석
15 잔디 표준 전사체 분석 및 유용 유전자 DEG/Pathway 분석
16 벼의 엽색 관련 유전자 발현 분석

17 방사선 조사에 따른 애기장대 발현 분석
18 인삼 전사체 분석

19 느타리버섯 성장단계별 발현 및 생물정보학적 기능 분석
20 Fusarium의 유성, 무성 생식 관련 유전자 발현 분석

변이분석

01 양귀비 품종 구분을 위한 전사체 기반 변이 분석
02 HIV 바이러스 비교유전체 분석

03 도라지 엽색 판별 마커 및 기계학습 모델 개발
04 반려견 퇴행성 질환 조기진단 마커 개발
05 한국인 유방암 WES 변이 분석

06 밤나무 품종 간 변이 및 육종 마커 분석
07 전복 집단(육종) 변이 마커 분석
08 미역 집단 분석

09 한우 변이 분석 및 유용 유전자 발굴
10 재래닭 품종 간 변이 분석
11 메추라기 종 간 변이 분석
12 선충 비교 유전체 분석

13 유방암/위암 methylation/mRNA/miRNA chip 분석
14 벼 품종 간 변이 분석 및 유용 유전자 발굴
15 배추 SNP 분석 및 마커 분석
14 AI drives Bioinformatics.

17 양상추 품종 판별 마커 분석
18 황기 원산지 판별 마커 분석

유전체 분석

01 결명자 유전체 분석

02 강도다리, 명태, 빙어, 흰동가리, 붉바리, 말쥐취, 미꾸라지, 뱀장어
유전체 분석

03 오이흰가루병 mtDNA 분석

04 혈액 기반 생체시료 NGS 분석 파이프라인 및 임상 리포팅 시스템 개발
05 해수/담수 이매패류 유전체 분석
06 참전복(해양생물종) 유전체 분석

07 쯔쯔가무시병 매개 털 진드기(거미강) 유전체 분석
08 메추라기(조류) 유전체 분석

09 밍크 고래(포유류) 유전체 서열 분석 및 변이 분석

10 고추, 배추, 고구마(식물) 유전체 내 유전자 구조 분석

11 홍조류(개꼬시래기, 우뭇가사리, 김) 및 갈조류(미역류) 유전체 분석
12 Xylaria(균류) 유전체 분석

13 깨씨무늬병 유발 병원체(균류) 유전체 분석
14 상황버섯(균류) 유전체 분석

15 Hansenula polymorpha(균류) 유전체 분석

16 Fusarium(균류) 유전체 분석 및 종간 분석

17 돌돔, 참돔, 조피볼락, 숭어(어류) 유전체 분석
18 왕지네(다지류) 유전체 분석

후성유전체 분석

01 참전복 고수온내성/비내성 집단 methylation 비교 분석
02 한우 multi-omics(RNA/MBD-seq) 분석

03 한약재 처리 관리 multi-omics(RNA/Epic850k) 분석

04 Cancer Stem Cell(CSC) Histone CHIP-seq 분석
05 마우스 WGBS 분석

Business Area

Analysis · Education · AI · Solutions · SI

人Co가 만들어 가는 교육 프로그램은
생물정보학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최신 생물정보 실무교육을 통해 바이오 연구개발에 필요한 현장중심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최고의 생물정보 솔루션을 통해 기술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실리코젠은 전산 기반, 유전체 및 전사체 분석,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보유함으로써 교육대상에 따른 커리큘럼을
디자인하여 최적의 교육 결과를 도출합니다.
50개 기관 · 10,000명 인력 양성

人CoSEMINAR

人CoWORKSHOP

차세대 생명정보학 교육 워크숍

이론 및 생물정보 솔루션 활용 방법 교육

실무 예제 중심의 실습 교육 제공

생명정보 전반 내용으로 교육 진행

생물정보 기초 교육 프로그램

생물정보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와 협업

人CoACADEMY

人CoINTERNSHIP

유전체 데이터 분석 교육

생물정보 솔루션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

바이오 연구개발 현장 실습

산업체 현장 수요기반으로 유전체 데이터 분석 교육 진행

온라인 교육센터

생물정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생물정보 인재양성 프로그램

조직생활 기초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한국바이오협회(KoreaBio)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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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Analysis · Education · AI · Solutions · SI

데이터를 넘어
지식이 되기 위한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이 함께합니다.
생물정보학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이전부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정보들을 기계 학습하여, 알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최근의 빅데이터와 딥러닝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은 그 가능성을 더 높여줍니다.

멀티오믹스Multi-omics 뿐 아니라, 문헌, 영상, 네트워크 등 복잡한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고민이 많으십니까? 또는 소유하신 데이터의 적절한 통계적 방정식을 찾기 힘드십니까?
인실리코젠의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귀하의 데이터에 숨겨진 의미와 가치를 찾고 고급

지식으로 만드십시오. 인실리코젠은 일반적인 문자 데이터부터 Sequential 시계열 데이터,
영상 이미지 및 의·약학 분야 대용량·비정형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으며 이들을 구조화 및

상호 연계, 기계학습, 특징선택·추출 방법으로 숨은 지식의 발견과 통합적 이해를 지원합니다.
다수 빅데이터 분석, 기계학습 과제 수행

한우등심영상 분석, 농림수산경제형질 유전 마커 선발, 도토기 미량원소 분석 등

16 AI drives Bioinformatics.

연구과제 및 사업수행

[축산물품질평가원] 인공지능 기반 한국형 소도체 기계화 품질평가 시스템 구축
[디이프] 식품영상 객체 탐지 및 분류모델 구축

[국립문화재연구소] 목조문화재 흰개미 피해 예측 기계학습 모델 수립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등심 영상 분석(딥러닝)을 통한 품질 지표 추정

[국립축산과학원] 반려견 퇴행성 유전질환 조기진단 마커를 기계학습 기술을 이용하여 발굴
[국립수산과학원] 전복 고수온내성 예측 기계학습 모델 개발

[환경부] 환경유해물질-유전체 지식베이스 구축 및 시맨틱 기반기술 개발

Semantic Modeling
Machine Learning

• 의미론적 모델링을 통해 고객의 복잡한
데이터와 외부 공개정보를 통합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가공, 의미도출
• 데이터 구조 분석과 차원 축소
• 데이터 정제, 변환 및 전처리
• 특징 선택과 특징 추출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 시맨틱 데이터베이스설계 분석 프로그램
[한국식품연구원] 한식전문 온톨로지 및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산대학교] 항노화 노화분자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정보 통합 분석을 통한 인실리코푸드 파일럿 시스템 개발
[광동제약㈜] iF DB 기반 건기식 복잡계 DB 구축 및 h파일럿 시스템 개발

특허 및 프로그램 등록

• DNN(Deep Neural Network, 심층신경망)을

[특허 등록 10-2067076] 반려견 슬개골 탈구증 예측 및 진단용 바이오마커 조성 및 진단 방법

이용한 특징 맵 추출, 아키텍처 적용 후 딥러닝
모델 생성

• 생물 데이터 관련 문자열, 이미지, 동영상,

Tailored Knowledge

[식품산업기술지원센터] 한식 및 한식원료의 건강기능, 문화, 지리적 우수성에 대한 총괄분석

• 구축과 평가

• 최적의 기계학습 모델

Deep Learning

[환경부] 독성유전체학을 이용한 중금속 독성 지표의 발굴

자연어 처리의 예측 분류와 정확도 평가

• 웹 기반 분석결과 가시화

•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실시간 동적 결과
데이터 제공

• 웹 모바일 이용 가능

[특허 등록 10-2118103] 한우 등심 영상정보를 이용한 근내지방 섬세도 측정방법
[특허 출원 10-2019-0023081] 폐암 진단용 바이오 마커 조성

[특허 출원 10-2019-0025109] 바코드 서열 정보 기반 고민감도 유전변이 탐지 및 레포팅 시스템

[특허 출원 10-2019-0155754] 반려견 퇴행성 유전질환 예측 및 진단용 바이오마커 조성 및 진단 방법
[특허등록 10-1107582] 웹기반 온톨로지 편집 운영 시스템

[프로그램등록 2011-01-121-005389] Smart-TGM 중금속 독성지표 발굴 도구
[프로그램등록 2011-01-129-001569] WeightViz 가중치별 가시화도구

[프로그램등록 C-2014-030421] 개인유전체 기반의 비만위험도 계산 프로그램
[PCT출원 pct110125] 웹기반 온톨로지 편집 운영 시스템

[특허출원 10-2014-0163505] 개인형질 맞춤형 식이성분 정보제공을 위한 형질-화학물질 네트워크 시스템 및 제공방법
[특허출원 10-2014-0170397] 개인 유전체 기반의 비만 위험도 분석 시스템 및 방법

[특허출원 10-2015-0156844] 개인 유전형 및 표현형 정보를 고려한 맞춤형 식품정보 추천 시스템

연구논문

01 Semantic Data Integration for Toxicogenomic Laboratory Experiment Management Systems.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2011

02 Semantic Data Integration to Biological Relationship among Chemicals, Diseases, and Differential
Expressed Genes. Biochip Journ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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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Analysis · Education · AI · Solutions · SI

Reduce your time with
scientific results!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생물정보 솔루션을 국내에 공급하고, 온라인 교육센터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컨설팅을 통하여 연구자들이 직접 생물정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0개 기관 · 100,000명 고객확보

인간 유전변이 연구

동·식물 유전체 연구

전사체 연구

미생물 유전체 연구

HGMD® Professional

OmicsBox Genome · Functional Analysis

OmicSoft Suite

CLC Microbial Genomics Module

OmicSoft Suite
QCI™ Interpret

QCII-Translational
Sequencher
IncoNGS

실험실 관리
LabCollector

CLC Genomics Workbench
FGENESH

Pedant-Pro™ Sequence Analysis Suite
IncoGWAS

CLC Genomics Workbench
OmicSoft Land Explorer

OncoLand · DiseaseLand

Ingenuity® Pathway Analysis
OmicsBox Transcriptomics
Genevestigator®

하드웨어

연구실 맞춤형 솔루션

Dell OEM Workstation

incoFIT Advanced

Intel Select Solution - GATK Best Practice

incoFIT Basic

incoFIT Professional
incoFIT Rental

18 AI drives Bioinformatics.

CLC Genomics Workbench

CLC Genome Finishing Module
OmicsBox Metagenomics

CLC Genomics Workbench

Omics Box

Ingenuity Pathway Analysis

HGMD

OmicSoft

QCII

M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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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Analysis · Education · AI · Solutions · SI

시스템에 정보를,
정보에 생명을 불어넣는
지식 정보화를 선도합니다.

㈜인실리코젠의 SI 사업은 20여 년간의 생물정보 시스템 구축과 분석 경험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최신 BIO DB 관리 및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유용 데이터를 생산하고 대용량 생물정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종, 유전자, 표본 등 기초 유전자원 관리부터 실험실 정보 관리, 오믹스 데이터 및 대용량

데이터 분석·관리, 더 나아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하여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한 데이터 육종data-breeding 분야까지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까지 필요로 하
는 모든 분야에 ㈜인실리코젠이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30개 기관 60개 시스템 구축

CODA, NABIC, MAGIC, 치매빅데이터플랫폼 AlzNAVi, 6.25 전사자 및
실종아동찾기 유전 정보 검색시스템 등

20 AI drives Bioinformatics.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공학정보시스템(NABIC)

[남원 친환경 흑돈 클러스터 사업단] 친환경 고원흑돈 이력관리 추적시스템

[질병관리본부] 임상 유전체생명정보시스템(CODA)

[국립수산과학원] 국가수산생물방역 통합시스템 구축

[한국원자력연구원] 식품·검역 방사선 반응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 구축

[한국식품연구원] 식품한의안전 융합콘텐츠 기반의 건강식이 정보제공을 위한
식치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국립문화재연구소] 고대유전자원정보시스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정보시스템

[국립문화재연구소] 고대 인골 형질 인류통합정보시스템

오믹스 분석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생물 대용량 유전정보 DB 시스템
[KISTI] 웹기반 멀티오믹스 통합분석 인터페이스

[KISTI] 국제 협력 연구지원을 위한 차세대 바이오 연구분석 기술
[KISTI] 사용자 맞춤형 차세대 유전체 데이터 통합 분석 시스템

유전자원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질병관리본부] Kor-GLASS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균통합정보 DB시스템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 유전자 DB 고도화

[질병관리본부] 식중독 바이러스 감시망 운영시스템 및 유전자 분석 모듈 개발
[질병관리본부] 신경계 바이러스 유전자 DB 기능 개선 및 확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전자 변이관리시스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물 단일염기 정보관리시스템

[질병관리본부] 급성설사 원인병원체 실시간 DB 운영을 위한 시스템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전자분석 결과 및 DB 관리시스템
[국립축산과학원] 생명자원통합 DB

[국립문화재연구소] 고인골 Y-SNP 및 고고 생물 유전정보 DB 시스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 변형 마우스 데이터 수집 전산시스템

바이오뱅크 시스템 구축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 천일염 명품화를 위한 생산이력 관리시스템
[한경대학교] 늘푸름 홍천한우 RFID 이력 정보관리시스템
[축산물품질평가원] 스마트 쇠고기 이력 시스템 고도화
[전남대학교] 녹색한우 개체 관리 시스템
[한경대학교] 장수군 개체 관리 시스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KISTI] 분산처리기반 바이오 네트워크 빅데이터 통합분석시스템
[국방과학연구소] 미지작용제 통합검증시스템

[KISTI] 치매 데이터 네트워크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및 분석 통합 플랫폼
[KISTI] 천문 우주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KISTI] 단백질 상호작용 및 전산모사 통합관리 시스템

[KISTI] 가상 클러스터 관리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KISTI] 뇌영상 정보추출 응용 분석을 위한 자원 관리 포털 시스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가해양수산생물유전체 정보 관리 시스템

유전자검사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강제동원 희생자 유전DNA 식별정보 DB 구축
[통일부] 이산가족유전정보 DB

[KISTI] 웹기반 멀티오믹스 통합분석 인터페이스

[축산물품질평가원] 쇠고기 이력제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
[국방조사본부] 6.25 전사자 신원확인 유전자 정보시스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아동등 찾기 유전자정보 검색시스템

표본관리 및 유전자 바코드

[국립생물자원관] 야생생물 통합 유전정보 시스템

[국립수산과학원] 해양 생물 표본확보 DB 및 관리시스템

[충남대학교] 해양생명자원기탁 등록기관 통합관리시스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농업유전자원 바코딩 시스템

[중앙보훈병원] 바이오뱅크 및 유전체 정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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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s

인증

01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서(임금우수/일생활균형우수)
고용노동부 2021.01.01 / 2021.12.31

02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서(일생활균형우수)
고용노동부 2020.01.01 / 2020.12.31

03 직접생산증명(빅데이터분석서비스)

고용노동부 2019.03.17 / 2021.03.16

04 직접생산증명(소프트웨어개발)

고용노동부 2019.03.17 / 2021.03.16

05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서(고용안전)

고용노동부 2018.01.01 / 2018.12.31

06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확인

서중소기업청장 2017.06.27 / 2020.06.26

07 Best 서비스기업선정

신용보증기금 2017.08.04

08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2016.04.17~현재

09 연구개발서비스업 증명

미래창조과학부 2014.03.07

10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2007.06.18

특허등록

01 체형 및 대사 감수성 SNP 마커 및 진단정보 제공방법
(10-2093453) 2020.03.19

02 개의 슬개골 탈구증 예측 또는 진단용 바이오마커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개의 슬개골 탈구증 예측 또는 진단방법
(10-2067076) 2020.01.10

03 멀티오믹스 데이터와 생존분석을 이용한 표적 유전자
스크리닝 방법 및 스크리닝 장치
(10-1107582) 2019.11.01

04 도, 토기 산지 추정시스템 및 방법

(10-2015-0123536) 2016.01.28

22 AI drives Bioinformatics.

05 DNA 검색 방법

(10-1287400) 2013.07.12

06 웹 기반의 온톨로지 편집 운영 시스템
(10-1107582) 2012.01.12

수상

01 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2020.12

02 해양수산업 발전 이바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2019.12

03 수산시험 연구 활성화 공로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2018.12

04 병무청 지정업체 관리 우수업체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표창 2016.02

상표등록

01 iF®(INSILICO FOOD)
2017.11.01
02 GLTER®
2011.01.05
03 LabKM®
2009.02.13

프로그램 등록
01

KinMatch(혈연관계정보검색시스템) 외 61건 프로그램 등록

특허출원
01

유전자 발현 정보 제공 장치 외 6건

Achievements - Blog & Knowledge Based Platforms

생물정보 지식연계 플랫폼,
월평균 이용자 70,000명!

㈜인실리코젠의 생물정보 지식연계 플랫폼은 생물정보 분야의 지식을 공유하고, 온·오프라인

생물정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온라인으로 콘텐츠 구매까지 이르는 빅데이터 검색 기반의
생물정보 분석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人CoDOM · 人CoBLOG
• 생물정보분야 지식공유채널
• 인코덤 콘텐츠 2,100여 편
• 인코블로그 380여 편

오프라인 생물정보 교육
• 인턴십 프로그램

• 차세대 생물정보 교육 운영

人CoACADEMY · MyInco
• 온라인 교육채널
• 온라인 구매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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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s - 50 Published Articles(2014-2021)

Research Articles [1-38]

01 Yu, GE., Shin, Y., Subramaniyam, S. et al.
Machine learning, transcriptome, and
genotyping chip analyses provide 		
insights into SNP markers identifying
flower color in Platycodon grandiflorus.
Scientific Reports 2021;11 1:8019.
Impact Factor : 4.011

02 Graf L, Shin Y, Yang JH, Choi JW, Hwang
IK, Nelson W, Bhattacharya D, Viard F,
Yoon HS. A genome-wide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farming and humanmediated introduction on the ubiquitous
seaweed Undaria pinnatifida. Nat Ecol
Evol. 2021;3 1:360-368. doi: 10.1038/
s41559-020-01378-9. Impact Factor :
12.541
03 Kang SH, Pandey RP, Jung M, Lee CM, et
al. Genome-enabled discovery of 		
anthraquinone biosynthesis in Senna
tora.&nbsp;Nat Commun. 2020;1 1:5875.
doi:10.1038/s41467-020-19681-1. Impact
Factor : 12.121
04 Chun JM, Lee AY, Nam JY, Lee MY, Choe
MS, Lim KS, Kim C, Kim JS. Protective
effects of Phlomis umbrosa extract on a
monosodium iodoacetate-induced osteoarthritis model and prediction of 		
molecular mechanisms using transcriptomics. Phytomedicine. 2021;81 		

24 AI drives Bioinformatics.

1:153429.doi: 10.1016/j.phymed.2020.
153429 Impact Factor : 4.18

05 Kim JS, Shin IS, Shin NR, Nam JY, Kim C.
Genome‑wide analysis of DNA methylation and gene expression changes in an
ovalbumin‑induced asthma mouse
model. Mol Med Rep. 2020;3 1:17091716. doi: 10.3892/mmr.2020.11245.
Impact Factor : 4.824

06 Lee JE, Jung M, Lee SC, Huh MJ, Seo
SM, Park IK. Antibacterial mode of action
of trans-cinnamaldehyde derived from
cinnamon bark (Cinnamomum verum)
essential oil against Agrobacterium
tumefaciens. Pestic Biochem Physiol.
2020;165 1:104546. doi: 10.1016/
j.pestbp.2020.02.012. Impact Factor :
2.751

07 Boopathi V, Subramaniyam S, Mathiyalagan R, Yang DC. Till 2018: a survey of
biomolecular sequences in genus Panax.
J Ginseng Res. 2020;44 1:33-43. doi:
10.1016/j.jgr.2019.06.004. Epub 2019
Jun 20. PMID: 32095095; PMCID: 		
PMC7033366. Impact Factor : 5.487
08 Kyeong D, Kim J, Shin Y, Subramaniyam
S, Kang BC, Shin EH, Park EH, Noh ES,
Kim YO, Park JY, Nam BH. Expression of
Heat Shock Proteins in Thermally 		
Challenged Pacific Abalone Haliotis

discus hannai. Genes (Basel). 2019;11
1:22. doi: 10.3390/genes11010022. PMID:
31878084; PMCID: PMC7016835. Impact
Factor : 3.331

09 Lee S-C, Kwon JH, Cha DJ, Kim D-S, Lee
DH, Seo S-M, Jung M, et al. Effects of
Pheromone Dose and Trap Height on
Capture of a Bast Scale of Pine, Matsucoccus thunbergianae(Hemiptera: Margarodidae) and Development of a New
Synthesis Method. Journal of Economic
Entomology. 2019;112 4:1752-9.doi:10.
1093/jee/toz079. Impact Factor : 1.779

10 Kang M-J, Shin A-Y, Shin Y, Lee S-A, Lee
H-R, Kim T-D, et al. Identification of
transcriptome-wide, nut weight-associ
ated SNPs in Castanea crenata. Scientific
Reports. 2019;9 1:13161. doi:10.1038/
s41598-019-49618-8. Impact Factor :
4.011
11 Nam B-H, Yoo D, Kim Y-O, Park JY, Shin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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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ulture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새로운 문화를 전파합니다.
사내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아이디어 및 업무 공유, 환경 캠페인, 독서경영, 컬처데이 등 다양한 문화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최고의 회사가 되기 위한 경쟁력을 만들어 갑니다.

Wiki System

소통의 장

환경 캠페인

Culture Day

지속 성장

건강 증진

한마음 대회

집단 지성 창출

위키를 사내 인트라넷으로 이용하는 협업시스템

세미나·블로그·연재·독서경영을 통한 지속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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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SNS를 이용한 소통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지킴이

식물과 함께 동고동락

人CoPLAY와 단합대회를 통한 임직원 활동

지성 감성을 세우는 컬쳐데이

생물정보 공유의 장을 만들어가는 人CoDOM

Future Plans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중심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생물정보 전문기업!
iBREEDING

Data-Driven Breeding Company
Legacy of Bioinformatics Business

20년의 유산과 경험을 토대로 솔루션 공급, 맞춤형 분석

서비스, 고객 환경에 맞는 시스템 디자인, 최신 생물정보학
교육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SI

고객 환경 맞춤형 시스템 디자인

Genotype과 Phenotype 대용량 데이터, 환경 정보를

insilico Lab

in vivo, in vitro를 선도하는 in silicocomputer) 기반

BI
맞춤형 분석 서비스
Solution

솔루션 공급

D.iF

“연구실 맞춤형 생물정보 컨설팅” 지향

Data-Driven Food Company

실험 디자인에서 최적화된 결과물까지 도출해내는 데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맞춤형 식품 정보를

오랜 기간 축적한 생물정보 노하우와 knowledge를 통해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Education

최신 생물학 교육사업

토대로 정밀 육종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AI Lab

바이오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공지능 시대의 첨병

문자 데이터, 시계열데이터, 영상 이미지 및 의·약학 대용량·

비정형 빅데이터의 구조화 및 상호 연계, 기계학습, 특징선택/
추출 방법으로 숨은 지식 발견과 통합적 이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 축적된 식품 관련 데이터와 사람 개개인의 다양한
공급합니다.
AIDX

Data-Driven Diagnosis Company

Public Domain과 On-site 정보를 토대로 진단 관련 최신
Knowledge를 제공할 수 있는 AI 기반 솔루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AIM

Data-Driven New Medicine Company

이미 확보한 BI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Drug Repositioning
과 의미 있는 신약 후보 발굴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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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설립연도

㈜인실리코젠
최남우
생물정보 분석, 컨설팅 및 교육,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학술연구용역, R&D 서비스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IT밸리 A동 2901호 ~ 2904호
Tel. 031-278-0061, Fax. 031-278-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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