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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이
최초 보고된 이후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 중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월 6일
기준 3,595,662명, 사망자 수는 247,652명으로 집계 (1)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WHO는 코로나19에 대해 감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
* 팬데믹(Pandemic): WHO는 감염병 위험 수준에 따라 1∼6단계의 경보단계를 설정, 이중 가장 높은 단계를
팬데믹으로 설정(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태)

■ 한국은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 최초 보고 이후 지역사회로 급격히 확산,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 으로 상향*하였으며 4월 이후 확산세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음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월 6일 기준 10,806명, 사망자는
255명으로 집계(2)
* 한국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총 4단계로 구분, “심각”은 최고 수준의 경보단계로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단계를 의미

■ 전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한국의 선제적 검사와 격리, 확진자 추적 등의 방식은
코로나19 대응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확진자를 신속하게 진단해 조기 격리하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한국의 우수한 진단검사방법이 주목받고 있음
< ‘민주성+선진의료+투명한 정부’ 외신 한국 코로나19 대응 평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3) >

- 한국의 진단검사 능력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 우수한 진단 능력과 대규모 진단검사 상황을 투명성에 입각해 공개,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을 높이 평가

■ 본 브리프에서는 코로나19 검사에 활용하는 진단기기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수출 현황 및
전망을 파악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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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코로나19 개요 및 진단방법

■ 코로나19 정의 및 분류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인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 보고됨
- 현재까지 비말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균 4∼7일의 잠복기를 거쳐 기침·호흡곤란·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전세계 치명률은 약 3.4%)(2)
<표 1> 코로나19 개요
정의

-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질병분류
병원체

-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 질병 코드 : U07.1
-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전파경로
잠복기

-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1~14일 (평균 4~7일)

치명률, 치료방법

- 전 세계 치명률은 약 3.4%(국가별, 연령별 상이)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홈페이지

	코로나19는 기존의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6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와는 유전적으로 상이한
신종 바이러스로 분류되며, 현재까지 예방을 위한 백신은 없음
-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로 오랫동안 진화하며 사람에 적응해 감기와 같은
경미한 증상을 발생시키나,
- 코로나19는 종간장벽(species barrier)을 통해 넘어온 동물유래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비슷한 사례로
2003년 발생한 사스 코로나바이러스(SARS-CoV),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가
있음(4)
<표 2> 사람감염 코로나바이러스 분류
속(genus)

사람감염 코로나바이러스

알파-코로나바이러스
(alphacoronavirus)

- 229E(감기를 일으키는 유형)
- NL63(감기를 일으키는 유형)

베타-코로나바이러스
(betacoronavirus)

- OC43(감기를 일으키는 유형)
- HKU1(감기를 일으키는 유형)
- SARS-CoV(중증 폐렴을 일이킬 수 있는 유형)
- MERS-CoV(중증 폐렴을 일이킬 수 있는 유형)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홈페이지

■ 코로나19 진단방법
	코 로나19 진단에는 혈액 등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이용하여 몸 밖에서 질병을 진단하는
체외진단기기* 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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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진단기기: 질병의 진단과 예후, 건강상태 및 질병의 치료효과 판정, 예방 등의 목적으로 인체로부터 채취된
대상물을 이용한 검사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시약, 분석장비 및 S/W 포함)(6)

	체 외 진 단 기 기 는 진 단 기 술 에 따 라 8 개 로 분 류 되 며 , 코 로 나 1 9 의 진 단 에 는 분 자 진 단 기 술 ,
면역화학진단기술이 주로 활용됨(5)~(7)
<표 3> 체외진단기기 진단 기술 분류
순번

분류

세부 기술

1

분자진단

인체나 바이러스의 핵산(DNA, RNA)을 검사하여 분석
면역결핍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암유전자, 유전질환 검사 등에 활용

2

현장진단

환자 옆에서 즉각 검사를 통해 신속한 결과를 파악, 치료 효과를 높임
심근경색, 혈액응고 검사 등에 활용

3

면역화학진단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여 임상면역학, 화학적으로 질환을 진단
임신, 빈혈, 알러지, 각종 암마커 진단 등에 활용

4

자가혈당측정

병원 방문 없이 식사, 운동, 약물 등에 의해 혈당 변화를 스스로 진단
개인혈당 모니터링에 활용

5

혈액진단

혈액 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수, 혈색소 농도를 측정하여 혈액 변화를 진단
백혈병, 빈혈, 자가 면역질환 진단, 치료 후 추적 및 항응고치료 모니터링 등에 활용

6

임상미생물학적진단

미생물 감염 여부, 미생물 정보 및 항생제 감수성 등을 진단
감염에 의한 질병의 진단과 추적에 사용

7

조직진단

인체의 조직을 떼어내 질병의 유무 및 상태 등을 병리학적으로 판별하여 진단

8

지혈진단

혈액 응고 진단
출혈성 질환 및 혈소판 장애, 자가 면역상태 확인 등에 활용

자료: 2019년 신개발 의료기기 전망 분석 보고서(식약처, 2019), 체외진단기기 시장동향(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2016), 글로벌 M&A
유망분야 타겟 리서치 IVD 분야(Frost & Sullivan, 2016)

- 분자진단기술 : 인체의 핵산(DNA, RNA)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진단방법으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검체의
유전자를 증폭하여 병원균 정보를 담고 있는 특정 유전자를 찾아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기술
· 환자 검체(상기도, 하기도) 채취 → 유전자 추출 → 유전자 증폭 → 결과분석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진단까지 약
6시간 소요, 진단 민감도와 특이도는 95% 이상
* 임상적 민감도(Clinical Sensitivity) : 특정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비율
* 임상적 특이도(Clinical Specificity) : 특정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중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비율
· 진단 정확도가 높아 코로나19 표준 검사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전자 증폭 및 검사를 위해 고가장비와
검사단계별 철저한 정도관리,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검사 인력이 필요
* 최근 바이러스 유전자를 일정한 온도에서 증폭하여 고가의 장비와 전문 인력 없이 1시간 이내로 진단이 가능한
분자진단기기 개발이 진행 중(9)

- 면역화학진단기술 : 항원-항체*반응을 통해 질병의 원인이 되는 특정 단백질 유무를 찾는 방법으로, 측정 방식에
따라 항원검사(Antigen Test)와 항체검사(Antibody Test)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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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자진단기술/면역화학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검사과정
항원검사
(Antigen Test)

바이러스 의심환자의 검체 내 항원이 진단키트에 탑재된 항체와 결합하여 감염 여부를
진단(검사자의 항원 여부를 검사)

항체검사
(Antibody Test)

바이러스 감염 후 인체에서 만들어진 항체를 진단키트에 있는 항원 등과 결합시켜 감염 여부를
진단(검사자의 항체 여부를 검사)

* 항원 : 외부 물질이 인체에 침입하여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인체에 침입한 바이러스 등)
* 항체 : 외부에서 침입한 항원에 대응하기 위해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면역물질
· 환자 검체(혈액 등) 채취 → 면역반응 유무 검사 → 결과분석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진단까지 약 10분 내외 소요,
진단의 정확도(민감도, 특이도)는 분자진단법에 비해 불확실
* 항체검사법은 민감도를 높일 수 있으나, 특이도가 불확실하며, 항체 생성 이후 검사가 가능하여(증상발현 7일 이후)
감염초기 활용이 어려움
· 진단의 정확도는 분자진단법보다 낮지만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여 지역 내 대규모 집단을 검사하여 고위험군을
빠르게 선별(screening) 하는데 유리
· 이에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분자진단기술과 면역화학진단기술이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면역화학진단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진단기기의 사용을 권고(10)
<표5> 분자진단기술/면역화학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검사과정

분자진단

면역화학진단
자료: 매일경제, 6시간이면 정밀하게 판정... 韓 코로나 키트 왜 세계가 주목할까(3.20),
코로나 10분 신속진단키트 미 FDA 등록(4.6)

<표 6> 분자진단기술/면역화학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진단기기 비교
구분

분자진단검사

검출대상
검출시기

면역화학진단검사
항원검사

항체검사

유전자

항원

항체

증상발현 초기~종료

증상발현 중기

증상발현 후 7~28일

민감도

95% 이상

50~70%

95% 이상

특이도

95% 이상

50~70%

-

무증상 감염

가능

불확실

감염 후기에 가능

검사비용

높음

낮음

낮음

용도

-

대규모 발생, 분자진단검사가
어려운 환경

감염 종료후 역학조사

정확도

자료: 시사 IN, 세계가 주목한 코로나19 진단검사의 모든 것(4.6),
대한진단검사의학회, COVID-19(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담화문(3.7)

5

보건산업브리프

Ⅲ

코로나19 진단기기 제품 현황

■ 코로나19 진단기기 제품 개발 현황(2020.5.6. 기준)
	진단기기 개발분야의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FIND*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진단기기는 591개
제품이 공개되었으며, 상용화된 제품은 490개로 파악됨
* FIND (Foundation for Innovative New Diagnostics): 세계보건기구(WHO) 협력기관으로 진단기기 개발과
공급을 주도하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

- 분자진단기기 : 분자진단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진단기기는 총 309개(상용화 265개)가 있으며, 한국산
진단기기는 23개 기업, 28개 제품이 공개됨
<표 7> FIND에 공개된 국산 코로나19 분자진단기기 제품 현황
순번

제조사

1

1drop Inc.

제품명
• 1copy™ COVID-19 qPCR Kit
• AccuPower® SARS-CoV-2 Real-Time RT-PCR kit (manual kit: SCV2122)
• AccuPower® COVID-19 Real-Time RT-PCR kit (lab-based automated
kit: NCV-1111)

2

BIONEER Corporation

3

Boditech Inc.

4

Cancer Rop Co., Ltd.

5

Gencurix Inc.

6

GeneMatrix Inc.

7

Genesystem, Co. Ltd

8

Genomictree, Inc.

• AccuraTect RT-qPCR SARS-CoV-2

9

KH Medical Co. Ltd

• RADI COVID-19 Detection Kit and RADI COVID-19 Triple Detection Kit

10

KogeneBiotech Co. Ltd

• PowerChekTM 2019-nCoV Real-time PCR Kit

11

LabGenomics Co., Ltd

• LabGun™ COVID 19 Assay PCR Kit

• NuActor – viral RNA extraction kit
• ExAmplar COVID-19 real-time PCR kit (L)
• Q-Sens® 2019-nCoV Detection Kit
• GenePro COVID-19 Detection Test
• GenePro COVID-19 Detection Test v2
• NeoPlex COVID-19 Detection Kit
• SMARTCHECK SARS-CoV2 Detection Kit

12 LG Chem Life Sciences Company • AdvanSure COVID-19 real-time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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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iCo Biomed Co. Ltd

• VERI-QTM PCR 316 COVID-19 detection system

14

Optolane Technologies Inc.

15

OsangHealthcare

16

PaxGen Bio Co. Ltd

• PaxView COVID-19 real time RT-PCR

17

PCL Inc.

• PCLMD™ nCoV one step RT-PCR Kit

• Dr. PCR COVID-19 Viral Load 20K (lab-based)
• Kaira 2019-nCoV Detection kit
• GeneFinder COVID-19 Plus RealAmp Kit

순번

제조사

제품명

18

SD BIOSENSOR Inc.

19

SEASUN BIOMATERIALS

20

Seegene, Inc.

• Allplex 2019-nCoV assay

21

Solgent Co.Ltd

• DiaPlexQ™ Novel Coronavirus (2019-nCoV) Detection Kit

22

Wells Bio, Inc.

• careGENE™ N-CoV RT-PCR kit
• careGENE™ COVID-19 RT-PCR kit

23

YD Diagnostics Corp.

• MolecuTech®Real-Time COVID-19

• STANDARD M nCoV Real-Time Detection Kit
• U-TOP™ COVID-19 Detection Kit

자료: SARS-COV-2 Diagnostic Pipeline (https://www.finddx.org/covid-19/)

- 면역화학진단기기 : 면역화학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진단기기는 총 310개(상용화 262개)가 있으며, 한국산
진단기기는 9개 기업, 24개 제품이 공개됨
<표 8> FIND에 공개된 국산 코로나19 면역화학진단기기 제품 현황
순번

제조사

1

Access Bio, Inc.

제품명
• CareStart™ COVID-19 IgM/IgG
• Ichromia COVID-19 Ab, IgM/IgG(manual)
• Ichroma COVID-19, viral antigen(manual)
• AFIAS COVID-19, Viral Antigen(automated)
• AFIAS COVID-19 Ab, IgM/IgG(automated)

2

Boditech Med, Inc.

3

GenBody, Inc.

4

Humasis

• Humasis COVID-19 IgG/IgM Test

5

NanoEntek Inc.

• FREND™ COVID-19 IgG/IgM Duo

6

PCL Inc.

• PCL COVID19 Ag Rapid FIA
• PCL COVID19 IgG/IgM Rapid Gold

7

RapiGEN Inc.

8

SD BIOSENSOR, Inc.

9

Sugentech, Inc.

• GenBody FIA COVID-19 IgM/IgG(manual)
• GenBody COVID-19 IgM/IgG
• GenBody COVID-19 IgM/IgG DUO

• BIOCREDIT COVID-19 IgG
• BIOCREDIT COVID-19 IgG+IgM Duo
• BIOCREDIT COVID-19 Ag
• STANDARD F COVID-19 Ag FIA
• STANDARD Q COVID-19 Ag Test
• STANDARD Q COVID-19 IgM/IgG Duo Test
• SGTi-flex COVID-19 IgM/IgGmanual)
• SGTi-flex COVID-19 IgM/IgG(manual)
• SGTi-flex COVID-19 IgM(RDT)
• SGTi-flex COVID-19 IgM/IgG(RDT)
• SGTi-flex COVID-19 IgM(manual)
• SGTi-flex COVID-19 IgG(RDT)

자료: SARS-COV-2 Diagnostic Pipeline (https://www.finddx.org/covid-19/)

7

보건산업브리프

■ 국내외 코로나19 진단기기 개발 및 사용 현황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주요국은 정부차원의 진단기기 개발 지원 및 긴급사용승인제도 실시 등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노력을 추진
<표 9> 해외 코로나19 진단기기 개발 및 사용 현황
국가명

지원 내용

미국

• 코로나19 진단기기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전례 없는 지원 하에 110개 이상의 연구소에서 진단기기
개발을 진행 중
• FDA는 코로나19의 신속한 진단 필요성을 인정, 미국 내 연구소에서 진단기기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책임을 각 주(State)에 부여

중국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신속한 진단기기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긴급사용승인제도를 실시, 약
300개 기업이 진단기기 개발 중

아랍에미레이트

카자흐스탄

• 아부다비에 코로나19 실시간 진단 랩 설치를 발표(중국 BGI 그룹의 진단기기 활용 예정)
• Zayed Sports City에 드라이브 쓰루 스크리닝 센터 설치
• 감염질환에 대한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부족으로 대량·신속 진단이 어려워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부분적 민간위탁 진행
* 공공병원에서 검사대상을 선정, 검체 채취 후 국가지정 연구소로 이송하여 분자진단검사 실시
* 현지 보건부는 분자진단검사 인프라 부족으로 항체진단검사에 대한 민간위탁 동시 진행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사 자체조사 자료

	코로나19 진단기기 긴급사용승인(EUA) 현황
-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위기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 H O) 및 주요국은
긴급사용승인제도(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를 통해 규제 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코로나19
진단기기의 시장진입을 한시적으로 허용
<긴급사용승인제도(Emergency Use Authorization)>

- 감염병 등에 의해 국가위기 또는 잠재적 위기발생의 위험이 있으나, 규제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이
없을 때 긴급한 평가 또는 검토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WHO는 2014년 서아시아 지역의 에볼라 유행을 계기로 긴급사용평가(Emergency Use Assessment
and Listing Procedure, EUAL)를 시작, UN 구매부와 WHO 회원국 규제기관에 제품의 구매 및
평가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
* WHO EUAL 절차 : QMS Review(제조사의 의료기기 생산 및 품질관리 검토) → Documentary Evidence
Review(제조사에서 제출한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증빙자료 평가) →
Performance Evaluation(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자료: 국내외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제품 긴급사용제도 소개 (질병관리본부 주간건강과질병, 2017)

-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진단기기는 총 4개 제품이 있으며,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은 총
31건(한국산진단기기2건)이있는것으로파악됨(2020.4.28.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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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코로나19 진단기기 WHO 긴급사용승인 제품 현황
순번

제품명

제조사

비고

1

cobas SARS-CoV-2 Qualitative assay for use on the
cobas 6800/8800 Systems

Roche Molecular Systems,
Inc.

승인완료(20.4.3)

2

Primerdesign Ltd COVID-19 genesig Real- Time PCR
assay

Primerdesign Ltd.

승인완료(20.4.7)

3

Abbott Realtime SARS-CoV-2

Abbott Molecular Inc.

승인완료(20.4.9)

4

PerkinElmer SARS-CoV-2 Real-time RT-PCR Assay

SYM-BIO LiveScience Co.,
Ltd

승인완료(20.4.24)

5

VERI-Q PCR 316 COVID-19 Detection System

MiCo BioMed Co.,
Ltd.(한국)

심사 진행 중

6

careGENE COVID-19 RT-PCR kit

WELLS BIO, INC(한국)

심사 진행 중

자료: WHO Emergency Use Listing for SARS-CoV-2 in vitro diagnostic products,
SARS-CoV-2 Nucleic Acid Test : progress of the active applications in the emergency use listing assessment pipeline

-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기기 규제당국자로 구성된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회원국의
규제당국으로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제품 현황을 공개(2020.5.4. 기준)
* IMDRF (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주요국 의료기기 규제당국자로 구성된 국제 협의체.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호주, 중국, 브라질, 러시아, 싱가포르, 한국 총 10개국으로 구성

-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회원국의 규제당국으로부터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기기는 총
19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진단기기는 총 5개사 제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회원국의 한국산 코로나19 진단기기 긴급사용승인 현황 : 미국(5건), 캐나다(4건),
호주(4건), 싱가포르(1건), 브라질(5건(3개사, 5개 제품))
* 국내 코로나19 진단기기 긴급사용승인 기업 현황 : 코젠바이오텍, 씨젠, 솔젠트, 에스디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표 11> 국가별 코로나19 진단기기 긴급사용승인 현황
순번

국가

승인 건수

1

미국

57건

2

캐나다

15건

3
4
5

일본
호주
싱가포르

4건
46건
24건

6

브라질

60건

7

한국

5건

8

중국

25건

한국산 제품 승인현황
분자진단

면역화학진단

5건(OSANAG Healthcare, Seegene,
SD Biosensor, SEASUN BIOMATERIALS,
LabGenomics)
4건(1DROP, Seegene, SolGent, Osang
Healthcare)
2건(Seegene, Kogene Biotech)
1건(Seegene)

2건(GenBody, PCL)
5건(BODITECH MED HUMASIS
GENBODY)

5건(kogenebiotech, Seegene, SolGent., SD
BIOSENSOR, BioSewoom.)

자료: COVID-19 listing in IMDRF jurisdiction (https://www.who.int/diagnostics_laboratory/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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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 코로나19 진단기기 수출현황 및 전망
< 코로나19 진단기기 수출액 산출방법 >

■ 수출액 통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수출통계(HS Code)
* HS(Harmonized System) Code : 대외 무역거래 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한 것으로, 국제
협약에 의해 제정

■ 무역통계자료 중 체외진단기기에 해당되는 HS Code 6자리, 382200(각종화학공업생산품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에 대한 월별 통계자료를 분석
* HS Code 382200 이하 4자리 Code 중 필름인화지, 사진용 재료에 해당되는 제품(3822003058 이하
10개)은 제외
* 해당 Code는 코로나19 진단기기 외 모든 체외진단기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수출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코로나19 진단기기 수출 동향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코로나19 진단기기 수출 현황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진단검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코로나19 진단기기 수출액은 2020년
3월부터 급격히 증가
- 2020년 3월 체외진단기기 수출액은 약 6,175만달러로 전월대비 142.5% 증가하였으며, 4월 수출액은 약 2억
6,713만달러로 전월대비 332.6% 급증
- 2020년 4월 체외진단기기 수출 국가는 총 133개국이며, 3월에는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등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지역의 수출비중이 높았던 반면, 4월부터 브라질, 인도 등으로 수출이 확대됨
<표 12> 2019, 2020년 1월∼4월 체외진단기기(HS Code 382200) 수출액 현황
구분

2019년
1월

2월

2020년
3월

4월

1월

2월

3월

4월

수출액(달러) 17,764,893 17,046,661 25,231,629 18,691,484 20,755,036 25,459,104 61,745,637 267,132,976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수출통계

<표 13> 2020년 3, 4월 체외진단기기(HS Code 382200) 주요 수출국 현황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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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020년 4월

국가명

수출액(달러)

비중(%)

국가명

수출액(달러)

비중(%)

1

이탈리아

7,070,888

11.5

브라질

31,511,007

11.8

2

미국

5,183,669

8.4

미국

28,028,358

10.5

3

스페인

3,925,433

6.4

인도

21,810,209

8.2

4

독일

3,598,455

5.8

이탈리아

18,675,551

7.0

5

루마니아

3,056,925

5.0

폴란드

17,102,551

6.4

6

아랍에미리트

2,675,369

4.3

아랍에미리트

10,896,070

4.1

순번

2020년 3월

2020년 4월

국가명

수출액(달러)

비중(%)

국가명

수출액(달러)

비중(%)

7

프랑스

2,112,701

3.4

러시아

8,888,597

3.3

8

브라질

1,814,500

2.9

사우디아라비아

8,631,636

3.2

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674,339

2.7

스페인

8,065,304

3.0

10

우크라이나

1,616,340

2.6

콜롬비아

6,777,372

2.5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수출통계

■ 코로나19 진단기기 수출 전망
	한국의 코로나19 진단기기 수출은 진단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기기 성능의 우수성,
정부지원을 통한 수출기업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진단기기 수요증가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진단기기 공급부족 사태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5월 6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215개국 3,595,662명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⑴,
<그림 1> 글로벌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

자료: WHO (https://covid19.who.int/)

-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진단기기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요청이 100개국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외교부, “121개국이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요청” (뉴스핌, ’20.4) >

-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요청 35개국, 인도적 지원 요청 31개국, 수출/인도적 지원 혼합 요청 24개국,
민간차원 요청 31개국 등
- 미국, 백악관·국무부와 직접 접촉하여 빠른 시기에 1차 인도분 전달 예정
	코로나19 진단기기 성능평가 결과공개
- 최근 한국산 코로나19 진단기기의 우수한 성능 데이터가 공개됨에 따라 한국의 코로나19 진단기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진단기기 개발관련 글로벌 비영리단체 FIND (Foundation for Innovative New Diagnostics)는 코로나19
진단기기의 성능평가 결과를 공개*
* FIND는 WHO와 협업을 통해 진단개발과 공급을 주도하고 있으며, FIND의 진단제품 성능평가 결과는 WHO 및
각국 보건부가 참조하여 제품을 구매할 정도로 높은 투명성과 신뢰도를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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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는 코로나19 진단기기의 성능평가를 신청한 분자진단, 면역화학진단분야 약 200개 기업 중 1차
평가기업을 선정, 국내 기업은 총 9개 기업이 선정됨(분자진단 5개, 면역화학진단 4개)
* 분자진단분야 1차 성능평가 대상 국내기업(5개사): BIONEER, Boditech Med, KH Medical, SD BioSensor,
Seegene
* 면역화학진단분야 1차 성능평가 대상 국내기업(4개사): RapiGen, SD BioSensor, Boditech Med, GenBody

- 분자진단분야 제품의 성능평가 결과 한국의 3개 기업 제품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었으며, 해당 제품의 임상적
민감도와 특이도는 세계 최고수준의 진단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면역화학진단분야는 현재 미공개)
* KH
 Medical (민감도 100%, 특이도 100%), SD BioSensor (민감도 100%, 특이도 97%), Seegene Inc (민감도 100%,
특이도 100%)
<표 14> 코로나19 분자진단기기 제품 성능평가 결과
Company

KH Medical
Co. Ltd

R-Biopharm AG

SD Biosensor
Inc.

Seegene Inc.

Tib Molbiol

Gene
target

Verified LOD
(copies /
reaction)

Avg Ct
(lowest dilution
10/10)

Clinical
sensitivity
(50 positives)

Clinical
specificity*
(100 negatives)

S

1–10

37.94

100%
100%
(95%CI: 93, 100) (95%CI: 96, 100)

RdRP

10–50

36.74

100%
100%
(95%CI: 93, 100) (95%CI: 96, 100)

E

1–10

37.99

100%
100%
(95%CI: 93, 100) (95%CI: 96, 100)

E

1–10

37.43

100%
(95%CI: 93, 100)

ORF1

1–10

36.99

100%
99%
(95%CI: 93, 100) (95%CI: 95, 100)

E

1–10

33.3

100%
100%
(95%CI: 93, 100) (95%CI: 96, 100)

N

1–10

36.74

100%
100%
(95%CI: 93, 100) (95%CI: 96, 100)

97%
(95%CI: 92, 99)

RdRP

1–10

34.73

100%
100%
(95%CI: 93, 100) (95%CI: 96, 100)

E

1–10

33.34

100%
100%
(95%CI: 93, 100) (95%CI: 96, 100)

Product No.

Product name

Lot No.

PCR platform

Supplier
recommended
Ct cut-off

RV008

RADI COVID-19
Detection Kit

V008.200202

BioRad CFX96
deep well

≤40

PG6815RUO

RIDA®GENE
SARS-CoV-2 RUO

21120N

BioRad CFX96
deep well

None;
any signal can
be considered
positive

M-NCOV-01

STANDARD M nCoV
Real-Time Detection
Kit

MNC00120005

Roche
LightCycler 480

≤41

RP10244Y
RP10243X

Allplex™ 2019-nCoV
Assay

RP4520C24

BioRad CFX96
deep well

≤40

53-0776-96
6754155001

ModularDx Kit
SARS-CoV (COVID19)
E-gene (Tib Molbiol)
+ LightCycler
Multiplex RNA Virus
Master (Roche)

48202019
48274100

Roche
LightCycler 480

Define the
cut-off 2–4
cycles higher
than observed
Cp value for
10 copies

* FurtherSARS-COV-2
investigation needed toMolecular
determine if apparent
false Evaluation
positives are truly false
positives(https://www.finddx.org/covid-19/)
or whether they are a due to a false negative reference standard result.
자료:
Assay
Results

코로나19 진단기기 개발기업 증가
- 정부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기기 개발기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의 코로나19 진단기기 수출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1월 31일부터 민관협력으로 코로나19 진단기기 개발에 착수, 코로나19 감염증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민관 협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이 빨라진다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1)>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속도와 편의성이 향상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를 1월 13일부터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
- 질병관리본부가 검사법을 구축하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와 함께
검증·평가를 완료한 민관협력의 좋은 사례로,
- 동 검사법을 국내 시약제조업체에 공개, 민간의료기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 요청
예정

- 코로나19 검체를 활용한 임상유효성 평가를 지원하여 코로나19 진단기기 개발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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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허가 임상평가 지원한다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3)>

- 코로나19 진단도구 수출지원 방안으로 코로나 검체를 활용한 임상 유효성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검체 보유기관과 진단 기업 간 연결(매칭) 서비스 제공
- 이 밖에도 정부는 4월 24일「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설치하여 산학연병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위기를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발표
< 진단키트 수출 지원방안 (제4차 비상경제회의, ’20. 4) >

- (검체활용 매칭) 진단기업-다수 검체 보유기관 간 매칭서비스 확대
- (긴급사용 승인) 사용승인 기간 단축을 통한 현장 공급
- (표준·특허) ‘진단기법’국제표준화 추진(‘20.11) 워크스루 검진방식 등 지재권 보호 강화
- (물류·통관·마케팅) 원자재 수출입 운송지원, 신속통관, 온라인 홍보·화상상담
- (투자·보증) 유망기업 모태펀드 투자 및 보증, 수출보험 지원
- 이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기기 수출허가를 받은 기업은 38개사, 60개 제품으로 파악됨(2020년 5월 5일 기준)
- 특히 코로나19 진단에 면역화학기술 활용이 권고되면서 해당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수출허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 3월부터 코로나19 진단기기의 수출 신규허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코로나19 진단기기 수출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15> 국내 코로나19 진단기기제품 수출 신규 허가현황
구분

수출허가 현황
2월

3월

4월

5월(5월 5일 기준)

분자진단기기

3

15

24

1

면역화학진단기기

-

10

7

-

계

3

25

31

1

자료: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

- 최근 한국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의 보건사업에 4억달러 이상의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 코로나19 진단기기의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정부, 개도국 코로나19 보건사업에 올해 4억달러 지원 (경향신문, ’20.4)>

- 정부는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국가
위상을 끌어올릴 계획
- 기반시설 부족과 자본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에 코로나19 보건사업 명목으로 연내 4억달러
이상을 유상원조(EDCF) 형식으로 제공
	향후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들 상황에 대비, 진단기기 기업들은 규제당국의 정식허가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기반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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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바이러스의 확산세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판매된 코로나19 진단기기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이에 한국의 진단기기 기업들은 국가별 규제당국의 정식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여 코로나19 진단기기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점해 나가야 함
*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시 요구되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자료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2020.4)

-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러스 정보공유 및 검체 확보에 필요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한 제품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진단기기 신속개발 사례(인공지능신문, ’20.3)>

■ 씨젠, 인공지능으로 단 수 주만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 3주만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출시, 인공지능(AI) 기반의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가능
(AI와 슈퍼컴퓨터가 없었다면 이 같은 시약을 개발하는데 2∼3개월 소요)

Ⅴ

결론 및 시사점

■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속에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의 우수사례로 평가
	코로나19 확진자를 신속히 진단해 조기 격리하는 방식에 주목, 한국의 우수한 진단검사방법에 관심이
집중됨

■ 코로나19 진단에 활용되는 체외진단기술은 분자진단기기와 면역진단기기로 분류되며,
미국에서는 최근 두 기술의 상호보완을 통한 코로나19 진단기기 사용을 권고
	(분자진단기기) 진단정확도가 높으나(민감도·특이도 95% 이상), 검사시간이 오래 걸리고(약 6시간)
진단과정에 전문인력 및 다양한 장비들이 요구됨
- 코로나19 표준 검사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유전자 증폭 방법을 개선하여 고가의 장비와 전문인력 없이
1시간 이내 진단이 가능한 제품 개발이 진행 중
- 전 세계 265개 제품이 상용화되어 있으며, 국내 23개 제조기업, 28개 제품이 공개됨

	(면역화학진단기기)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며(10분 이내) 진단 정확도(민감도, 특이도)는 분자진단기기에
비해 낮음
- 진단 정확도는 분자진단기기에 비해 낮지만 대규모 검사 및 고위험군을 빠르게 선별하는데 유리하며, 최근
분자진단기술과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면역화학진단기기의 사용을 권고
- 전 세계 262개 제품이 상용화되어 있으며, 국내 9개 제조기업, 24개 제품이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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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HO) 및 주요국은 긴급사용승인제도(EUA)를 통해 규제당국의 정식허가를 받지 않은
코로나19 진단기기의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
- WHO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은 총 4건이며, 한국산 코로나19 진단기기 2건이 심사 진행 중
- 해외 주요국 규제당국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기기는 19건,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은 5건으로 파악됨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의 진단기기 수출은 3월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당분간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한국의 체외진단기기 수출액은 2020년 3월 약 6,175만달러, 4월 약 2억 6,713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
- 한국의 체외진단기기 주요 수출국은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등 코로나19 주요 확산국가가 상위를 차지, 4월부터
브라질, 인도 등으로 수출 확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진단기기 공급부족, 한국산 코로나19 진단기기의 우수성 및 정부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기기 수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부족현상으로 한국 진단키트에 대한 요청은 100개국 이상으로 확대
- 진단기기 개발관련 글로벌 비영리단체 FIND는 코로나19 진단기기의 성능평가 결과를 공개, 분자진단분야 국내
3개 기업 제품의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됨
-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기기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3월부터 면역화학진단기기 등 신규 수출허가를
받는 제품 수가 급격히 증가

	향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될 상황에 대비하여 진단기기 기업들은 각국 규제당국의 정식허가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
-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들 경우 긴급사용승인을 통한 제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국가별 정식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여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점해야 함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바이러스 정보공유 및 검체 확보 등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기업의 신속한 개발환경 구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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