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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감염병 진단 관련 시장 현황

<글로벌현황>

(2016년) 16조 4,800억원 → (2027년) 31조 4,210억원

3

*MARKETSANDMARKETS, Infectious Disease Diagnostics Market by Product & Service, 2018
*GRAND VIEW RESEARCH, IVD Infectious Diseases Market Size Worth $26.5 Billion By 2027, 2020

연평균 7% / 10년



연간 72만 5천명의사람이
곤충매개감염병에의해사망



사업배경

5

미해결 / 신종 감염병의 위험성 증가

말라리아 537명 일본뇌염 22명

쯔쯔가무시 1,157명 SFTS 223명
(41명사망)
연평균 40여명 사망



사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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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단 관련 시장 현황

(2017년) 1,516억 → (2023년) 3,345억 KIRS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분자 진단 단계 (PCR)

사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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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분자 진단 과정

시료 접수 핵산 추출 RT-qPCR 융해곡선분석

핵산 추출 단계

정확한 분자진단을 위해선 핵산추출이 매우 중요



핵산추출키트 시장

• 핵산추출키트란?

*QYResearch, GLOBAL DNA/RNA EXTRACTION KIT MARKET RESEARCH REPORT 2020

17억$

30억$

핵산추출키트는 검체로부터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등)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유전물질(RNA, DNA)을
분자진단에 적합하게 정제하는 제품

바이러스 세균



사업 내용
_ 기술현황

_ 판매전략

_ 제품소개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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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이러스테크 연구 경험

연구경험기반 (바이러스 진단)
문제점 발굴 → 솔루션 확보

핵심인력 10년 이상 해외 유입 바이러스 감시업무 수행

질병관리본부 산하 기후변화매개체감시 거점센터 운영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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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discovery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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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단 시장 틈새 발굴 (질병매개체 유래 신종감염병)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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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이러스테크 핵심 원천 기술 ‘3종’

저비용 핵산결합
고체 지지체

저가 무해성
핵산추출 조성물

PCR 저해 물질에 강한
저비용, 무독성 핵산추출 용액

Multiplatform 적용가능

Fe3O4

저비용
기능성 나노입자
1일 10만 테스트
분량 합성 가능

B B

분자진단키트
개발 노하우

8종 플라비바이러스
진단 기술



TRIZOL™
QIAamp™
viral RNA 

mini kit

AllPrep™
PowerViral™
DNA/RNA 

kit

오염물질
제거

Low Low Yes

비용 Low High Very high

사용자
유해성

Very high Low Very high

숙련도 요구 High Low High

개요_사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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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산 추출 원천기술의 경쟁력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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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특허
핵산 추출 및 진단 관련 특허 보유

1
2
3
4
5
6
7

바이러스 RNA를 추출하는 방법(10-1885038)

바이러스 RNA 추출용 조성물(10-1885039)

실리카 코팅 자성 비드를 이용한 바이러스 RNA 추출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바이러스 RNA 추출 방법(10-2094079)

플라비바이러스 검출용 범용 프라이머 세트 및 이의 용도(10-2019-0009813)

폴리페놀 및/또는 다당류가 풍부하게 함유된 시료로부터 핵산을 추출하는
방법(10-2020-0130491)

RNA 분해효소가 풍부하게 함유된 시료로부터 핵산을 추출하는 방법 (10-2020-013049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검출용 프라이머 세트 및 이를 이용
한 진단용 키트 Realtime PCR 프라이머 세트 및 이의 사용법 (10-2020-0102539)

국내 기술특허 등록 3건, 출원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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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및 등록 현황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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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가 표준 진단법 (모기 매개 질병 진단)

ThermoFisher Scientific,
Verso 1-step RT-qPCR Mix, ROX

Qiagen,
Verso 1-step RT-qPCR Mix, ROX

기존 외산제품 위주 고가의 핵산추출키트 및 시약 사용
오염물질 제거능력이 없고, PCR 민감도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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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가 표준 진단법 (모기 매개 질병 진단)

핵산 추출
- 비용 높음
- 추출 품질

PCR 분자 진단
- 비용 높음
- 시간 소요 많음
- 민감도 낮음

확진 및 결과분석
- 중복 실험 많음



사업배경

19

기존 핵산추출키트의 한계점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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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product (신규 모기 매개 질병 진단 솔루션)



인바이러스테크의 핵산추출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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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무해성
핵산추출 조성물

PCR 저해 물질에 강한
저비용, 무독성 핵산추출 용액

Multiplatform 적용가능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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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경쟁력 (Molecular Diagnostic Kits)

Clear-MD
Flavivirus real-time RT-PCR detection kit

[단일 키트로 바이러스 8종 검출]
뎅기바이러스 4종, 황열병, 일본뇌염,
지카바이러스, 웨스트나일열 검출 가능



사업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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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매개 질병 진단 솔루션 검증 사례

질병관리본부, 해외대학 공동연구를 통한 검증
Beniprep™ Viral RNA extraction kit
Clear-MD™ Flavivirus realtime-PCR detection kit

• 추출된 RNA품질 우수
• 반응억제물에 대한 극복력 우수

- 질병관리청



사업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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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매개 질병 진단 솔루션 검증 사례

총 소요시간 40% 저감



사업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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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매개 질병 진단 솔루션 시장 진입 사례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
질병관리본부 인증완료

2020년도 4월
B2G 시장 진입 성공

1. 16개 매개체감시거점센터
2. 20개 보건환경연구원
3. 13개 검역소
4.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사업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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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Product (2) (자동화 핵산추출시스템)

48개동시추출및 PCR 셋업가능

1,000 만원시료당 3,000 원

경쟁사대비시스템도입비용 10배절감

X
소모품판매를통한이익창출 장비판매를통한이익창출



사업화 계획

27

Product (2) (자동화 추출 키트 및 시스템 개발 완료)

* 전체 Manual 작업 시 8000번 이상의 pipetting 필요

* 본 방법 사용 시 전처리과정만 관여

전처리➔ 장비작동➔ Binding ➔ Wash1 ➔ Wash2 ➔ Wash3 ➔ Dry ➔ RNA elution ➔ PCR 등 분석 수행

핵산 추출 경력 4년차
48개 시료 3시간 소요

Open-source based liquid handler 
OT-2

자동핵산추출시스템
48개시료 55분소요

20배속 재생



사업 전략 및 목표
시장 분석

비즈니스 모델

시장진입전략

제품 출시 계획



사업 전략 및 목표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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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체외진단 시장

2018 2023

TechNavio, Global In-vitro Diagnostics Market, 2018

(단위: 백만 달러)

글로벌 체외진단(IVD) 시장의 용도별 시장 규모 및 전망



사업 전략 및 목표

목표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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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YResearch, GLOBAL DNA/RNA EXTRACTION KIT MARKET RESEARCH REPORT 2020

17억$
97억$

*Global Market Insights, Molecular Diagnostics Market Size, 2020.02
*MarketsandMarkets, Molecular Diagnostics, 2018.05

30억$



사업 전략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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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Model

핵산추출시약

자동화핵산추출 kit

Manual 핵산추출 kit

PCR 진단키트

추출시약기업

유전자분석및 진단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정부기관(인체의료) :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검역원등

정부기관(동물)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검역원등

정부기관(곤충) : 기후변화매개체감시거점센터

정부기관(식물)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Qiagen, Roche, Thermo, Zymo, Invitrogen, 바이오니아, 코젠바이오텍, 인
트론 등

2andMe, Abbott Molecular, Bayer Diagnostics, Genetech, 디엔에이링크, 
마크로젠, 테라젠이텍스, 랩지노믹스, 코젠바이오텍, 바이오니아 등

반제품납품

Kit 완제품납품

글로벌진출



사업 전략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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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 제공 전략

자체 개발 및 제조

자체 설계/OEM

시료 의뢰

핵산추출 키트 분자진단키트

Enzyme 
제조회사

분자진단 대행 서비스

Oligo 
합성회사

리포트 제공



‘21년
상반기

사업 전략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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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제품 및 기술 개발 계획

출시 2021년 출시

Beniprep™

저가/무해성
핵산추출

바이러스

핵산추출키트

자동화장비

핵산추출키트

식물

핵산추출키트

환경시료

핵산추출키트

핵산/단백질

동시추출

DNA/RNA/Protein

동시추출키트

Clear-MD™ 분자진단
모기매개

질병진단키트

참진드기매개

질병진단키트

털진드기매개

질병진단키트

신종감염병

진단키트

Clear-S™ 핵산추출 Total RNA 
extraction

RNA/DNA 
extraction

자성입자기반

핵산추출키트

‘20년
상반기

’21년



후속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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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출시 예정

- 용도

털진드기, 참진드기 같은 질병매개체와 야생동물, 감염환자로부터 높은 정확도

와 민감도로 SFTS바이러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치사율 20%)를 검출하

며, sequencing을 통해 돌연변이 및 유전자형까지 분석할 수 있는 total

solution이적용된검사시약.

- 특성

SFTSV의 돌연변이 현상으로 극히 일부의 SFTSV만 검출가능한 종래 방법에 비

하여 99.9% 이상의 SFTSV를 검출할 수 있으며, 매우 짧은 PCR 산물을 형성하

여 돌연변이 및 유전자형을 분석할 수 없는 상용제품과 달리 본 제품의 경우 분

석이가능하여높은수준의연구목적에도활용가능한제품

- 용도

세포 및 동물, 식물 조직에서 고품질의 genomic DNA, RNA를 신속하게 추출

할 수있는핵산추출용제품

- 특성

강력한 chaotrophic agent가 적용되어 곤충, 식물, 동물, 세포 등 다양한 시료

에서도 clogging 문제 또는 저해제의 오염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filter

column system이적용된신속 genomic DNA, RNA추출제품

DNA/RNA 핵산 추출키트 참진드기, 환경감시용 맞춤형 SFTSV 진단키트



사업 전략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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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 진입 전략

법인설립
국내런칭
12억/1년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진출

유럽, 미주시장
진입

20222020 20212019 2023~

플라비바이러스

진단솔루션

진드기질병

진단솔루션

분자진단

서비스시작

인체질병진단

솔루션

KGMP 인증 11월말 획득예정 ISO13485 인증확보

제품별 CE 인증확보

FDA 인증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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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재무제표 단위: 백만 원

1. 매출 추정 2. 비용 추정



경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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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확보 계획

연구개발인력

제품개발, 연구

생산인력

제품생산, QC, RA

기타

경영지원, 전략기획, 
임상실험지원, 마케팅

2024202220212020 2023

10명

5명

5명

사업년도

총 20명



팀 소개
CEO 소개

창업멤버 소개

협력 연구진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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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요

핵산추출키트및 PCR 진단키트제조회사

회사명 ㈜인바이러스테크

대표이사 박기범

설립일 2019년 11월 6일

자본금 7,500 만원

소재지 전남대학교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201호

직원 수 4명

사업영역 핵산추출키트 및 분자진단키트 제조

브랜드 Beniprep™, Clear-S™, Clear-MD™

지분구조 대표이사: 70%, 전남대지주회사 20%, 한연수 5%, 조용훈 5%

홈페이지 www.invirustech.com

연락처 062-530-0682

전남대학교 한연수 교수
범부처기후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
질병매개체감시거점센터협의체장
한국곤충학회회장
모기-말라리아상호작용연구
곤충 선천면역체계연구

전남대학교 조용훈 교수
곤충-병원체면역상호작용연구
곤충선천면역체계연구
곤충기반반려동물간식수출연구사업단장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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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이러스테크 – CEO 소개

학력사항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명공학부 (2015)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과 석사 (2017)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과 박사 (2021)

주요경력

질병관리본부 기후변화매개체감시거점센터 연구원 (7년)

2018. 연구재단 바이오아이코어 창업팀 선정 (9.7억 원)

2018. 범부처방역연계연구사업 질병매개체 감염병 표준화 R&D (8억 원)

전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선정

특이사항

국제학술논문 출간(2015 ~ 현재)

∙ 곤충면역체계 기능 연구 관련 8편

특허 4건 등록 (2018 ~ 현재)

∙ 바이러스 RNA 추출 및 바이러스 진단 등 4건 등록

특허 14건 출원 (2017 ~ 현재)

∙ PCT/KR2018/005978 PCT특허출원

∙ Magnetic bead를 이용하는 추출법 등 7건 출원

상표권 7건 출원 (2018 ~ 현재)

세부사항
전남대학교 응용생물학과

핵산추출키트
분자진단키트 개발

대표이사/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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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한 국가과제 이력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017년이노폴리스시제품제작지원과제선정 5백만원

• 한국연구재단
• 2018년바이오아이코어예비창업팀선 4천만원
• 2018년글로벌바이오아이코어창업팀선정 9억 3천만원

• 방역연계범부처연구개발사업단(7개부처 합동)
• 2018년모기, 진드기감염병진단법표준화사업 8억 원 (4억 배정)

• 광주테크노파크
• 청년예비창업발굴과제선정 2천 2백만 원

• 중소기업청
• 2020년초기창업패키지선정 7천만원

연구책임자및 공동연구자로연구개발비약 18억 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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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이러스테크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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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이러스테크와 함께하는 협력 연구진





현재 → 미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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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단 시장의 전망

감염병
환자

열대성 농작물
바이러스

질병
매개곤충

핵산추출키트 (RNA/DNA)

PCR 진단키트
(RT-, qPCR)

코로나19로 분자진단 위상 제고
PCR 제품 규모 뿐만 아니라

핵산추출키트 규모도 급격히 성장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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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감사합니다.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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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산추출키트의 한계점

• PCR 저해물질을제거하기못함

• 저가제품은페놀, 클로로포름같은발암물질, 자극성물질을다량사용

• 비숙련자가사용하기에어려운방법으로설계됨

• 핵산추출이잘 안되는케이스

• 분변, 토사물, 식물, 곤충등

• 시료에포함된 Polyphenol, polysaccharide, heme 등이핵산과함께침전

시료 PCR 진단



개요_사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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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이러스테크의 경쟁력

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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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 식물 전용 핵산추출키트비교

외국 Q사 외국 N사

인바이러스테크

한번도 핵산추출을 경험하지 않은 초보자도 쉽게 사용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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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op-tier 경쟁사 현황

한국. 분자진단 전문 솔루션 개발 및 진단 서비스업
매출액 1,220억원 (2019년기준)

스위스. 제약, 분자진단, 생물학 장비
전세계매출액 63조 5천억원 (2019년기준)

독일. 분자진단, 생물학 시약, 분석솔루션, 생물학 장비
전세계매출액 18조 1천억원 (2019년기준)
국내매출액 421억원 *)매출 85%가 Sample preparation

미국. 실험실 장비, 특수 진단제품, 생물학 시약, 등
전세계매출액 30조 1천억원 (2019년기준)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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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쟁사 현황

한국. 핵산추출키트 및 자동화장비
매출액 33억원 (2020년 1분기)

한국. 분자진단, 생물학 장비, 분자생물학 기초시약 제조
매출액 222억 5천만원 (2019년기준)

한국. 분자진단, 유전자 시약, 생물학 장비, 신항생제 등
매출액 100억원 (2019년기준)

한국. 생물학 시약, 핵산추출키트, 도소매
매출액 41억원 (2019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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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단위: 만원

구분 기초 2020.12 2021 2022 2023 2024

매출 8,528 11,200 23,325 100,625 203,825 473,950 

Sample prep 3,480 4,780 14,750 40,900 80,250 195,750 

PCR kit 5,048 6,420 8,575 59,725 123,575 278,200 

매출원가 2,182 2,872 5,981 43,750 88,620 206,065 

매출총이익 6,345 8,328 17,344 56,875 115,205 267,885 

판관비 5,163 8,941 39,230 72,914 105,000 161,000 

인건비 1,150 3,150 17,730 41,914 58,000 90,000 

임차료 933 1,193 1,200 2,500 10,000 25,000 

연구개발비 382 400 15,000 23,000 30,000 38,000 

지급 수수료 등 2,698 4,198 5,300 5,500 7,000 8,000 

영업이익 1,182 (613) (21,886) (16,039) 10,205 106,885 

자본금 7,500 7,500 57,500 

현금 6,000 50,000 

산업재산권 1,500 

현금잔고 5,167 4,554 32,668 16,629 25,422 98,450 

GMP 3등급
CE, ISO인증

관련 장비 구축



사업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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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Product (Automated Nucleic acid extraction)

1,000만원
시료당 3,000 원

1억 2,000만원
시료당 9,000 원

3,000만원
시료당 10,000 원

3,000만원
시료당 5,000 원

VS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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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경쟁력 (Molecular Diagnostic Kits)



핵산추출키트 시장 분자진단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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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이러스테크 조직도

대표이사

개발부

김남연 배영민

관리부

박하은



코로나19로 분자진단 위상 제고
배경 시장인 핵산추출시장도

급격히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