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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루미나(나스닥, ILMN)
(전 세계 1 위 유전체 분석 솔루션)
기업개요
일루미나는 1998 년 4 월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되었으며 유전 변이 및 생물학적 기능
분석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생명공학 회사다. 2018 년 전 세계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장비 시장에서 약 74%의 시장점유율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의
글로벌 1 위 유전체 분석기업이다. 유전형질 분석, 시퀸싱(염기서열 해독), 유전자
발현, 단백체학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장비와 검사 시약 및 키트를 개발 제조하고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툴을 포함한 유지 보수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일루미나는
2 세대 염기서열 분석분야에 속해있다.
당사의 핵심 분야는 시퀸싱이며 분석장비에 사용되는 시약과 키트가 주 수입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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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
1 세대 분자진단 –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자 수준의 변화를 수치나 영상으로
평가하는 진단 기법이다. 한번에 한 개의 유전자를 검사하며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자
변이 여부를 판단하기에 빠르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암과 같이 여러 곳에서
유전자 변이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변화하고 진화하기 때문에 진단 속도 면에서는
느리다.
차세대(2 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 한번에 여러 개의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다.
기존의 1 개씩 진단하던 것을 100 개씩 검사한다. 유기체 간의 변이는 DNA 서열의
차이로 인한 것인데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여러 개의 유전자를
진단하기에 암과 같은 질병의 결과를 얻을 때 유용하다.
유전자가 비즈니스화 되고 있다. 한 사람의 유전체 분석에 13 년이 소요되고 비용도
3 조원이 넘었던 때가 2000 년대 초반이였다. 2017 년 일루미나가 1000 달러로 비용을
낮추었고 앞으로 5 년 이내 100 불 게놈 시대를 예고했었다. 개인이 10 만원대 비용으로
자기의 유전자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정보들로 질병 예측, 체질 파악, 맞선 상대의
매칭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일루미나는 그동안 장비 판매에 주력했으나 개인 소비자
대상 서비스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유전자 은행 90%가 이 회사 장비를
사용한다. 앞으로도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여지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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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1 분기 기준 매출액
구분
시약키트

매출액 비중
67.5%

서비스

17.3%

장비

15.2%

지역별 매출액
구분
미국

매출액 비중
52.5%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26.3%

중국

10.5%

아시아 태평양

7.6%

기타

3.1%

2020 년 6 월 25 일 한국관련 기사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1078
일루미나는 비침습적 산전선별검사(NIPT) 키트인 'VeriSeq NIPT Solution v2'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취득했다고
25 일 밝혔다.
국내에서 체외 진단용 차세대 시퀀싱 기반의 태아 DNA 선별검사 키트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VeriSeq NIPT Solution v2 가 유일하다.
지난 2 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해마다 35 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비율이 증가해 지난해 33.3%에 육박함에 따라 신뢰성
있는 비침습적 산전선별검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어 이번 허가의 의의가 크다.
자동화된 포괄적인 VeriSeq 솔루션은 검사실에서 선천성 결함 및 불량한 임신 예후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염색체 및 아염색체
이상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제 의료진은 흔한 염색체 이수성만을 검출하는 일반적인 태아 DNA 선별검사 메뉴와는 차별화된 일루미나 솔루션을 통해 예비
부모에게 현명한 임신 관리를 돕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전망
2020 년 6 월 12 일 미국 FDA 가 차세대 시퀀스 기술을 활용한 일루미나의 코로나 19 진단 테스트를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하였다. 차세대 염기서열은 바이러스의 유전적 염기서열을 판별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의 일종이다.
차세대 염기서열(NGS) 분석장비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90% 이상의 시퀀싱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NGS 장비의 중장기적 수요 증가다. 2020 년 하반기 미국과 영국의 인간 유전체 연구가 본격 시작하면 중소형 NGS 장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하고 있다. 데이터 추출을 기반으로 분석 기능을
지원하는 클라우드와 시각화 도구 개발에 속도를 높여 SW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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