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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



씨젠은 전 세계 유일한 Real-time PCR 기반의 동시다중 분자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유전자 수준에서 질병을 진단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글로벌 분자진단 전문기업입니다.

세계적인 분자진단 기술과 IT 기술과의 융합으로 다양한 감염성 질환을 비롯해 암, 유전질환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시약과 이를 
하나의 장비에 적용할 수 있는 검사 플랫폼과 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분자진단의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About Seegene
분자진단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씨젠

분자진단의 차세대 핵심 기술

조기 진단

DPO™ TOCE™ MuDT™

질병과 관련된 주요 원인 유전자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어 정확한 조기 
진단이 가능하며 두 종류 이상의 
병원체가 동시에 감염된  복합 감염을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병원체 감염 여부 뿐만 아니라 
감염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 및 추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체 감염량 동시 측정 
한번의 검사로 다양한 병원체를  
진단하여 조기에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맞춤 치료 보건 의료 비용 절감

(Technology for multiple target ampli�cation)  (Technology for multiple target detection) (Technology for multiple target real-time analysis)

유사한 증상의 감염성 질환이나 감별이 필요한 
유전질환 등을 한번에 효과적으로 검사하여  
환자, 의료기관, 정부의 보건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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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About Seegene

Our mission

Company history

Global network

High multiplex MDx products

All MDx assays in one platform

Our business

Doing less f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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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dreaming of a world
without diseases



세계적인 기술로 분자진단의 대중화 시대를 열어갑니다 

We can accomplish our mission with Seegene technologies 분자진단이란 인체에서 채취한 혈액, 소변, 조직 등으로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DNA와 RNA를 분석하여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체외진단 검사법입니다.

높은 정확도와 빠른 결과로 조기 진단과 맞춤 치료를 가능하게 해주는 분자진단은 
최근에 메르스(MERS), 신종플루(H1N1),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을 위해 널리 사용된 
바 있습니다.

분자진단 (Molecular diagnostics)이란?

조기 진단 정확한 검사 신속한 결과 환자 맞춤 치료 최신 진단 기술

Our mission

씨젠은 뛰어난 기술력, 혁신적인 검사 플랫폼, 전용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분자진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함으로써 
대형 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형 병원에서도 누구나 쉽게 분자진단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한 분자진단의 대중화 실현

진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인류의 건강한 삶을 추구합니다.

다양한 진단 산업 및 연구 분야와 융합

질병 예방 및 맞춤형 진단 실현

혁신적인 진단 제품의 신속한 개발 

하나의 검사 플랫폼으로 
다양한 분자진단 검사 실현

동시다중 분자진단 기술

풍부한 제품 개발 역량과 노하우

개발 자동화 소프트웨어

원 플랫폼 분자진단 솔루션 
(All-in-One Platform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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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식물 질병 진단, 식품검역 제품 개발

농축수산물 질병과 검역, 식품안전검사 등 생명과학, 의학, 
보건 분야 전반의 시약을 개발합니다. 경제적 파급력이 큰 
산업 분야의 진단시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춰주는 최적의 Multiplex 검사 제품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제품 개발

글로벌 인프라를 비롯해 대형 검사센터, 병원, 대학, 연구기관, 
진단 전문기업 등 각각의 다양한 니즈를 바탕으로 Hombrew 
등 고객의 사용 목적에 맞추어 우수한 품질의 맞춤형 제품을 
짧은 시간안에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신기술 개발 및 라이센싱

지속적인 R&D 투자 지원을 통해 전세계 분자진단 시스템의 
표준화를 이끌 수 있는 기술과 진단장비 개발은 물론 바이오∙
기초연구∙헬스케어, IT 융합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해나갑니다.

분자진단 제품 개발

반코마이신 약제 내성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 내성 
다재내성 결핵 
광범위 약제 내성 결핵 

약제 내성 

성매개 감염증, 질염 
자궁경부암 원인 인유두종바이러스

여성 건강 관리

.

.
.
.
.
.

암 및 유전 질환

BRAF V600E
Thrombosis

ApoE 
Leukemia (e.g. BCR-ABL)

.

.
.
.

감염성 질환

소화기 감염증
결핵 
패혈증

.

.

.
호흡기 감염증
식중독, 장염
뇌수막염

.

.

.

동시에 여러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멀티플렉스 분자진단 시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질병 진단 제품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질병, 식품안전검사 등으로 진단 사업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씨젠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앞세워 사업 초기부터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해 왔으며 

세계적인 진단 전문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분자진단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Our business
∙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분자진단 검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eliable and satisfying option for
both doctors an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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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의 원 플랫폼 분자진단 솔루션은 호흡기, 소화기, 성 매개 감염증, 자궁경부암 등의 감염성 질환을 비롯하여 약제내성, 암, 유전질환 등
 모든 분야의 분자진단 검사를 하나의 검사 플랫폼에서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원 플랫폼 분자진단 솔루션으로 검사할 수 있는 질병 범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분자진단이 가능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정보 시스템과 연동

경제적인 분자진단 검사 실현

씨젠이 공급하는 모든 분자진단 검사 제품을 하나의 검사 플랫폼에 적용
핵산 추출부터 결과 분석까지 자동화 및 수작업 최소화
심플한 검사 플랫폼으로 검사 공간의 활용성 확대
적은 검사 인력으로 검사실 운영 및 검사의 효율성 증대

.

.

.

.

Seegene Viewer

결과 자동 분석

CFX96™

Real-time PCR 검사핵산 추출 및 
PCR setup 연속 자동화

STARlet IVD or NIMBUS IVD

원 플랫폼 분자진단 솔루션

씨젠의 원 플랫폼 분자진단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질병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분자진단 검사할 수 있습니다.

 Respiratory infection

Gastrointestinal tract infection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Bacterial vaginosis

Human papillomavirus

Mycobacterium tuberculosis

Non-tuberculosis mycobacteria

Thrombosis

Meningitis

Leukemia

MDR-TB/XDR-TB

Entero-DR

Vaginosis Screening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Clarithromycin-resistant H. pylori

Lyme&Tick-borne*

APOE*

CYP2C19*

EGFR*

KRAS*

BRAF*

HBV Lami-R*

HBV Ente-R*

Aerobic Vaginitis*

Dermatophyte*

Transplantation*

Bacterial DR 6 panels*

MTB/MAC*

NTM typing*

Tropical Fever*

RP typing*

Blood infection*

한번의 검사로 다양한 원인균 동시 진단 

제품 개발 현황

* 개발 중

Products Products Products Products Products

주요 제품

2000~2005 ~2009 ~2014 ~2016 ~2018

+69+73 +77         +38         +40            

One-channel multiplexing real-time PCR 
products for diagnostic/research use

Products for gene research 
유전자 연구용 제품

PCR 기반의
동시다중 분자진단 제품 

Real-time PCR 기반의
동시다중 분자진단 제품 

Real-time PCR 기반의
동시다중 정량 분자진단 제품 

(animals, plants, humans, etc.)
High-multiplex PCR 

diagnostic products
High-multiplex real-time 

PCR diagnostic products

(출시 제품 수)

씨젠의 제품 생산 시스템은 국제표준규격 심사를 통한 ISO9001, ISO13485 인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제품 품질과 일관된 생산라인을 유지합니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와 품목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별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씨젠은 최적의 분자진단 생산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생산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의 품질관리를 통한 우수한 제품 생산 시스템

씨젠은 멀티플렉스 분자진단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과 제품개발 노하우 및 전용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바이러스, 세균 등의 병원체와 약제내성, 암 등과 관련된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동시 검사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습니다. 

씨젠의 동시다중 분자진단 제품은 한번의 검사로 환자 진료에 유용한 병원체의 감염 여부와 종류를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맞춤형 조기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진단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감염성 질환은 물론 유전질환과 약제내성 
검사제품까지 모든 분자진단 시약을 빠르게 개발하는 씨젠의 
독자적인 개발 시스템입니다.  

.

.

.

검사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

High multiplex MDx products

한번에 여러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여 임상 진료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 제공
검사 장비 추가 구입 없이 다양한 종류의 검사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행
공동개발 및 맞춤형 제품 개발 통해 병원, 검사실의 요구와 성능에 맞춘 다양한 제품 개발 

제품 개발 자동화 시스템 
(Digitalized development system)

 All MDx assays in one platform
모든 분자진단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원 플랫폼 분자진단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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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 less for more

치료 효율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 용이

동식물 질병, 식품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진단용 제품의 
신속한 개발 

신종 및 유행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통한 국가 방역 체계 
강화와 재정적 부담 완화

식품안전, 농축수산물 검역, 
위생관리, 품종관리,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맞춤형 검사제품 개발 
가능 

의사 환자
 

검사자 연구자 공중 보건

한번의 검사로 여러 병원체에 
대한 정확한 검사로 조기에 
신속한 치료 및 환자 관리

원인균 별 맞춤 치료 통해 치료 
효율을 높이고 질병의 확산 방지 

다양한 검사가 하나의 플랫폼에 
적용되어 검사 소요 시간, 인력 
비용 및 공간 대비 효율적인 
검사 실현

검사소요 시간 단축으로 환자 
치료에 필요한 검사결과 
신속하게 제공

증상별 또는 질환별 포괄적인 
검사로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치료  

조기에 정확한 진단으로 질병 
예방 및 의료비 부담 축소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인류의 건강 증진과 보건향상에 앞장 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인류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Healthier life for all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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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history 2012
2012 The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수상
(올해 최고 경영자 부문 ‘Gold Stevie Award’수상)

●

2011
TOCE™기술 개발
KGMP 적합인증 

● 

● 

2007

2005

2001
ACP™기술 개발
우량기술기업 선정 (기술신용보증기금)

● 

● 

ISO 13485: 2003 인증획득
(Europe , BSI)

● 

2000
㈜씨젠 및 씨젠생명과학연구소 설립● 

DPO™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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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5
2014

2013
대한민국 최고기업대상 (바이오 부문) 수상 
(한국경영인협회)

● 

코스닥 상장

독일 지사 설립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대통령상 수상 (중소기업청 외)

벤처기업대상 철탑산업훈장 수상 (벤처기업협회)

IR52 장영실상 수상 (한국산업기술진흥 협회와 매일경제신문사 공동)

히든챔피언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 

● 

● 

● 

● 

● 

● 

● 

2015 South Korea In-Vitro Diagnostics 
Company of the Year 수상 (Frost & Sullivan)

미국 현지 법인 설립

캐나다 현지 법인 설립

2016
멕시코 합작 법인 설립

2016 South Korea In-Vitro Diagnostics 
Company of the Year 수상 (Frost & Sullivan)

● 

● 

2017
독일 현지 법인 설립● 

MuDT™기술개발
중동 현지 법인 설립
이탈리아 현지 법인 설립
호흡기 검사제품 세계 일류상품 선정 
성 매개 감염증 검사제품 차세대 일류상품 선정  

● 

● 

● 

● 

● 

2008

2009
● 차세대 세계 일류 상품 선정 (한국생산성 본부)

세계 30대 감염증 분자진단 제품 제조기업에 선정
(Research and Markets)

보건산업기술 대상 수상 (보건복지가족부)

● 

● 

2008 North American Infectious Disease 
Testing Healthcare Innovation Award 수상 
(Frost & Sullivan)

캐나다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인 
의료기기적합평가시스템 (CMDCAS) 인증 획득
(Canada, BS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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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은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세계 60 여 개국 이상에 분자진단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씨젠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수한 제품과 혁신적인 검사 솔루션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파트너사들과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Global network

 Australia

Republic of Korea
Bangladesh
China
India
Indonesia
Japan
Pakistan

Philippines
Malaysia
Mongolia
Singapore
Sri Lanka
Taiwan
Thailand

Austria
Belgium
Bulgaria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Macedonia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Slovenia
Sweden
Switzerland
Spain
Turkey
Ukraine
United Kingdom

USA
Brazil
Canada
Chile

Colombia
Costa Rica
Ecuador
El Salvador

Guatemala
Mexico
Venezuela

UAE
Egypt
Iran
Israel

Qatar
Saudi Arabia
South Africa
Syria

유럽 아시아

중동/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메리카

Arrow Diagnostics S.r.l (이탈리아) 
Seegene Germany GmbH (독일)
Seegene TECHNOLOGIES Inc. (미국)

(주)나노헬릭스 (한국) 
Amplibio Seegene Diagnostics (멕시코)
(주)닥터이루미 (한국)

자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1 (우)05548      
Tel 02-2240-4000  /  FAX 02-2240-4040
E-mail: korea@seegene.com

Seegene inc.

관계사

.

.

.

Seegene CANADA Inc. (캐나다)
Seegene MIDDLE EAST (아랍에미리트)
네오프로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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