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품작 소개(Brief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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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KOR 씨젠

ENG Seegene, Inc.
 1. 주요 호흡기 감염증 진단제품 생산품목

    기존의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 방법에는 직접항원검사와 배양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일

부 바이러스 검출에서 직접항원검사의 민감도가 낮고 배양이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진료시기

를 놓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사는 급성 호흡기 감염의 원인체인 수십종의 바이러스를 동시에 신속히 감별 검사하여 적절한 항바이러

스제 치료를 가능케하는 분자진단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불필요한 항균제 사용과 입원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감염 환자를 적절히 격리함으로써 

병원 내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No Product Name 
1 SeeplexⓇ RV15 OneStep ACE Detection
2 Anyplex™ II RV16 Dectection
3 SeeplexⓇ RV15 ACE Detection
4 SeeplexⓇ RV12 ACE Detection
5 SeeplexⓇ RV7 Detection
6 SeeplexⓇ Influenza A/B OneStep Typing
7 SeeplexⓇ RV5 ACE Screening

2. 제품 용도 및 특성

(1) 제품 용도 및 특성

  호흡기 감염증 원인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 7일 이내 회복될 수도 있으나 만성질환, 

임신부, 영유아 등 고위험군에서 2차 세균 (폐렴구균, 마이코플라즈마, 클라미디아, 황색포도구균 등) 감염에 

의해 탈수 혹은 폐렴, 급성호흡부전,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등 다양한 합병증을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WHO 등의 분석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에 의한 중증도는 만성

기저질환이 없는 평소 건강한 사람에게도 30% 정도를 보이는 등의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차이를 갖고 있습니

다. 따라서 호흡기 감염증 원인 병원체 검사에는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 계절성 및 신종인플루엔자, 2차 감

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 등을 동시에 검사하는 감별 검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약제의 처방을 통하여 치료를 실

시해야 합니다. 

   호흡기 감염증 원인 병원체 진단 및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검사에

는 지금까지 신속항원검사와 배양검사 등이 전통적인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검출감도의 문제와 검사 시간

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 더욱 신속하고 민감하게 검사가 가능한 핵산 증폭법과 동시 다중 검사가 최근 

의료 현장에 요구되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호흡기 질환에 관련된 바이러스와 세균을 동시에 검사

할 수 있는 동시다중 분자진단 시약을 개발하여 의료기관에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건강 유지에 이바

지 하고 있습니다.

(주)씨젠의 호흡기 바이러스 진단 검사 제품은

   (1) 환자의 검체로부터 병원체(바이러스, 세균)의 핵산을 분리

   (2) 수십종의 병원체 핵산의 특정 부위만을 증폭하는 Multiplex PCR

   (3) 증폭된 산물을 전기영동하여 판정하는 검출 방법과 Real-time PCR 장비로 생성된

      형광물질을 검출하는 3단계가 포함

  이중 당사의 DPOTM기술과 READTM기술을 이용한 호흡기 감염증 원인 병원체 진단 제품은 수십종의 병원

체 핵산의 특정 부위만을 동시에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제품이며, 특히 각 과정을 자동화하여 검사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급성 호흡기 감염증 검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매년 400 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발병하는 가장 흔한 감염 질환입니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은 

대부분 유사한 징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관찰되는 증상을 통한 경험적 진단만으로는 정확한 치료

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체는 다르지만, 기침, 발열, 몸살, 인후통과 같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감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흔히 감기로 인한 기침은 7일 이내에 줄어들지만 알레르기성 만성 기관지염증반응인 천식은 3∼4주에서 심

하면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폐렴은 폐의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서 호흡기 질환 중에서도 비

교적 심각한 질환에 속합니다. 가래는 물론 몸이 춥고 떨리는데다 열까지 나서 몸살감기로 오인하기 쉽습니

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재채기, 코막힘, 기침 등 주요 증상이 코감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경우에 따라 열이 나

기도 하고 근육통이 함께 올 때도 있어서 혼돈하기 쉽습니다. 
  또한, 모세기관지염, 폐렴, 기관 기관지염 등의 급성 증상의 감염증은 소아가 입원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급성 하기도 감염은 임상적으로 다양한 증세를 일으키며 원인 인자로

는 바이러스, 세균, 마이코플라즈마, 클라미디아 등이 있고 이 가운데 바이러스가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은 유사한 증상과 징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임상양상만으로는 원인 바이러스를 감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3) 검사를 통한 정확한 항생제 처방의 중요성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성, 세균성 호흡기 감염

의 감별진단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호흡기 질환 환자를 병증을 보고 경험적인 진

단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적 진단과 실제 분자진단 검사 결

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초기에 항생제 효과가 없는 바이러스성 감기를 항생제가 

필요한 세균성 감기를 구분하여 처방하지 않고, 항생제를 우선적으로 처방한다면 궁극적으로 환자의 투병기

간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항생제 내성률을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4) 최신 이슈사항

  당사는 2012년 1월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 (사업단장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과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력과 치사율이 높아 국가적인 대비가 시급한 호흡기 바이러스 대유행의 위협에 대한 근본

적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하여 신속 진단법 확립과 중장기적인 역학 및 임상 연구를 위한 연구 협약을 체결했

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은 신종인플루엔자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연구개발 역

량 강화 및 범 부처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010년 11월 보건복지부 공식 지정으로 발족된 국내 대표적

인 신종인플루엔자 연구기관입니다. 
  이번 연구 협약을 통하여 씨젠과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은 호흡기 바이러스 진단 제품을 이용한 

호흡기 감염 역학 조사 및 임상 연구, 신종인플루엔자 대 유행 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변종 바이러스 

진단 제품 개발, 인플루엔자 외 기타 호흡기 감염증 진단법 연구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호흡기 바이러스의 체계적인 진단시스템 확립을 위하여 학술연구와 기술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연구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임상평가 결과 활용을 통해 호흡기 질환 환자 진료에 도움을 줌으로써 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Biology/보충자료 Web address
1. Introduce our company: http://www.seegene.com/en/company/company.php
  1) Institute: http://www.seegene.com/en/research/lab.php
  2) R&D: http://www.seegene.com/en/research/RD_020.php
  3) Awards: http://www.seegene.com/en/company/awards.php
  4) History: http://www.seegene.com/en/company/history.php
  5) Press media: http://www.seegene.com/en/company/public.php
2. Main Technology: http://www.seegene.com/en/see/see.php 
3. New products: http://www.seegene.com/en/see/RV12_010.php 
4. Investor Relations
  1) Financial statement: http://www.seegene.com/en/company/balancesheet.php
  2) IR news: http://www.seegene.com/en/company/irnews.php



회사소개:(한글로 400단어 이내)
씨젠은 세계적인 기술력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코스닥 기업(2010년 9월 상장)으로 세계 분자진단 시

장 활성화를 주도할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2000년에 설립된 씨젠은 한번의 검사로 수십 종의 병원체를 검사할 수 있는 멀티 플렉스 기술을 기반으로 

호흡기 질환 · 성 매개 감염·결핵·간염 · 자궁 경부암 ·패혈증 · 뇌수막염 · 급성설사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물

론 다제 내성균 · 갑상선 암 · 백혈병 등 각종 유전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를 진단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한 

글로벌 분자진단 전문기업 입니다.
  씨젠이 보유한 원천기술 DPOTM(Dual Priming Oligonucleotide, 2006)기술은 다수의 병원체를 동시에 검사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유전자 증폭(Multiplex PCR) 기술로 질병관련 유전자 외에 불필요한 유전자의 증폭을 

막고, 재현성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2009년 개발된 READTM(RealAmplicon Detection)기술은 기존 Real-time 
PCR에서 이용되는 Probe방식(TaqMan Probe, Molecular Beacon 등)이나 Primer방식(Scorpion, LUX, Sunrise 
등)과 전혀 다른 방식의 기술로 민감도가 2배 정도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개발한 TOCETM기술(AnyplexTMII검사 제품 출시: 호흡기감염_RV16과 성감염_STI-7, 
2011년)은 Real-time PCR 장비에서 하나의 형광채널을 이용, 다수의 병원체 검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

의 한계로 여겨졌던 동시 다중 검사 능력을 확대한 차세대 진단 기술입니다.
  이와 같은 씨젠의 원천기술 DPOTM는 현재 2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되었고, 47개국에서 특허출원 중이며, 
READTM기술 국내 4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PCT특허 2건이 출원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사대비 차별화된 

원천기술로 인용한 논문은 국내외 약 500편 이상 발표 되었고, 약 1,100여 연구기관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

였으며, 유럽 체외진단 시약(CE-IVD) 인증, 캐나다 진단시약 인증(CMDCAS), 과학기술부 신기술(NET) 인증, 
산업자원부 신제품(NEP) 인증,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신기술(HT) 및 우수보건제품(GH)인증 등의 국제 규격 수

준의 품질경영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영실상(교육과학부), 신성장동력 경영대상(산업자원부), 보건산업 

기술대상(보건복지부), 2012년 히든 챔피언(KRX, 2년 연속) 등 각 정부 부처 및 민간평가기관에서 주관하는 

시상에서 총 17건 입상했고, 글로벌 의료전문 시장조사기관(Kalorama Information, Research and Markets 
등)으로부터 세계 30대 분자진단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기술 우수성이 입증된 씨젠은 

제품들은 현재 국내 60개 대학병원과 임상검사센터에서 사용 중에 있으며 해외 50여개국 300개 이상의 기관

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씨젠은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당사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B2B사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 다중 검사(멀티 플렉스) 기술에 대한 독자적인 특허 보유로 차별화된 기

술 경쟁력을 갖춘 씨젠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그 우수성을 높이 인정받아 1) 단백질칩 전문업체인 영국 

Randox와 호흡질환 및 성감염 진단제품 관련 다중분석기술(DPOTM기술)에 대한 비독점적 기술이전계약을 체

결(2009년) 하였고, 2) 2011년 5월에는 바이오 칩 기반의 분자진단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아코니바이오시스템스 

사에 기술을 이전하는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3) 2011년 10월에는 기존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던 

미국 대형 검진센터인 바이오레퍼런스 사와 공급 연장 및 품목 추가 계약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게

다가, 4) 최근(2012년 5월)에는 신기술(DPOTM와 TOCETM)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화학 회사인 미국의 듀폰 사

와의 제품 개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듀폰 사는 전세계 식품안전검사 분자진단 분야 1위 기업으로 인간 질

병 이외 식품 · 동물 · 농산물·해양수산물 등 식품안전검사 분야의 진단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씨젠은 2010년 상장 이후 매년 2-30%이상의 혁신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세계

적인 분자진단 기업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향후 매출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