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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Project Title

    Current Status on Biochip and Detection Technology

Ⅱ. Objective and Scope of the Project

     The recent biotechnology technique has been miniaturized and it features 

a fusion of  electricity, electronics and mechanics in the existing biology. 

     As an example, biochip is a collection of miniaturized test sites 

(microarrays) arranged on a solid substrate that permits many tests to be 

performed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achieve higher throughput and 

speed. Like a computer chip that can perform millions of mathematical 

operations in a second, the biochip can perform thousands of biological 

reactions, such as decoding genes, in a few seconds. The biochip is being 

used in toxicological, protein, and biochemical research and it can also be 

used to rapidly detect chemical agents used in biological warfare so that 

defensive measures can be taken. These biochip technologies incorporate 

elements of microfluidics, micromachining, synthetic chemistry, separation 

technologies, and detection technologies of biological molecules. Basically, 

biochip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microarray and lab-on-a-chip 

system. Microarrays use planted probes to catch and identify target 

biological molecules while lab-on-a-chips actively process loaded samples.

     The biochips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customers are appearing all 

over the world. The products from the biochip market are being used to 

help accelerating the research processes and capabilities of 

bio-pharmaceutical drug discovery and basic academic bioresearch. 

Ⅲ. Proposal for Applications

     To fully take advantages of the attributes of biochip technologies such 

as miniaturization, parallelism, automation and integration, there are some 

problems to overcome. The major problem is to reduce the cost. 

Currently the prices of biochip products are too expensive to re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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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products and processes. As a method to solve the problem, a 

radioisotope can be used as a detecting sensor by appling on the biochip, 

as it were, radio-biochip that will further bring the cost down.  

     The originality using the radioisotope on the biochip technology will be 

able to expect a creation of economic add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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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바이오칩의 정의

   인간게놈 연구소(NHGRI, 미국)와 생거 연구소(Sanger Institute, 국) 중심의 

다국적 인간게놈연구사업(HUGO)이 추진했던 인간게놈프로젝트가 종료함에 따

라 30억 쌍에 달하는 방대한 염기서열이 해독되었으며 사람에 뒤이어 동물, 식

물, 미생물의 유전체도 속속 밝혀졌다. 이에 따라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의 유

전질환이나 불치병을 진단하거나 생명현상을 분석하는 많은 장치들이 개발되

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이오칩의 등장이다. 바이오칩(biochip)은 DNA나 

단백질과 같은 생물에서 유래된 물질을 반도체와 같은 무기물과 고 도로 집

적화하고 조합하여 기존의 반도체칩 형태로 만든 혼성 소자(hybrid device)로

서, 사용용도나 응용분야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생체분

자의 고유한 기능을 이용하며 유전자 발현 양상, 유전자 결합, 단백질분포 등

의 생물학적 정보를 얻거나 생화학적 공정 및 반응 속도 또는 정보 처리 속도

를 높이는 도구나 장치를 말한다.

그림 1. 바이오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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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칩의 분류

   바이오칩은 손톱 크기(4 cm
2
)의 고체 표면위에 수십 내지 수만 분자의 생체

물질을 고정화한 장치로 전기적인 신호처리가 가능한 또는 전기적 신호를 유

발할 수 있는 장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생체물질의 용도, 시스템화 정도

에 따라 크게 마이크로어레이칩(microarray chip), 랩온어칩(lab-on-a chip) 또

는 마이크로플루이딕스칩(microfluidics chip)으로 나뉜다.

   마이크로어레어칩은 대상 유전자나 단백질을 감지하기 위하여 탐침(probe)라 

불리는 수 천 혹은 수 만 개 이상의 DNA나 단백질(protein)과 같은 생물분자

를 어레이 형태로 배열시켜 부착해서 만든다. 생물분자가 부착된 칩에 분석 대

상물질을 처리하여 그 결합양식을 분석할 수 있는 바이오칩으로서 부착하는 

생물분자에 따라 DNA칩, 단백질칩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 세포칩(cell chip), 

glycochip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2. 바이오칩의 분류

   랩온어칩은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기술을 이용하여 칩 

위에 미세유체 채널(Microfluidic channels)을 만들어, 생물 및 화학 시료를 가

지고 시료의 분리 및 정제, 혼합, 반응, 세척, 검출 등 다양한 작업을 하나의 

칩 위에서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그 결과 칩 하나가 하나의 실험실 형태가 

된다는 의미에서 랩온어칩이라 명명한다. 랩온어칩은 다양한 샘플을 아주 적은 

양만으로 연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고속 처리 분석을 가능

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바이오칩에 대한 분류를 도식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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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오칩의 종류

 가. DNA칩

 DNA칩은 기존의 분자 생물학적 지식과 현재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 기

계, 전기 및 전자 공학의 기술을 접목해서 만들어졌다. 기계 자동화와 전자 

제어 기술 등을 이용하여 수백 개에서부터 수십만 개의 유전자를 1 cm
2 
정

도의 아주 작은 표면위에 고 도로 집적시킴으로써 아주 빠른 시간에 유전

자를 검색하는 기능 가지게 되었으며 대규모로 동시 해석가능하게 되었다. 

확인하려는 핵산염기서열(target DNA/RNA)에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탐침

(probe)용으로 고 도로 배열하여 만든다. 칩에 부착되는 유전물질의 크기에 

따라 cDNA chip과 Oligonucleotide chip으로 나눌 수 있다. cDNA chip은 

최소한 500염기 이상의 유전자가 붙어있고, Oligonucleotide chip은 약 15∼

25개 길이의 염기들로 이루어진 뉴클레오티드가 붙어 있다.

 DNA칩은 현재 여러 종류가 시판되고 있으며, 지금은 마이크로어레이

(microarray)로 부르기도 한다. DNA칩의 검색 원리는 칩을 형광색소로 처

리한 핵산(DNA/RNA) 샘플과 반응시킨 후 세정하고, 칩에 남아 있는 형광

강도를 측정하여 어느 유전자가 샘플 중에 얼마나 잔존하는지 조사하는 방

법이다.

그림 3. DNA칩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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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단백질칩

 단백질간의 상호작용, 기능연구 등 proteomics와 관련한 연구에 마이크로

어레이칩인 단백질칩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단백질칩은 특정 단백질과 

반응 할 수 있는 수십에서 수백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단백질이나 리간드 

등을 고체(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 표면에 마이크로어레이화 시킨 후, 이들

과 특이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생체분자들의 존재, 기능 및 역할들을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신속하게 분석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단백질

칩에 고정되는 생물분자로는 항체, 펩타이드 등 다양한 단백질이 사용된다.

그림 4. 단백질칩의 개념도

 다. 랩온어칩

 기존의 DNA assay나 immunoassay 기술로는 포스트 게놈시대의 엄청난 

양으로 쏟아져 나오는 유전정보나 단백질 정보에 대처할 수 없게 되어 보다 

혁신적인 방법의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서 개발된 것이 랩온어칩으로서 기존의 생물 및 생명공학 기술이 고가의 

macro 규모의 장비들을 요구하 다면, 랩온어칩은 이들이 수행했던 것들을 

대체할 장비로,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기술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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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미소규모의 장비라 할 수 있다. 랩온어칩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용화되어 보급되기 위해서는 채널 내의 극미량, 정  유체 흐름제

어, 다른 장비와의 연결문제, 고감도 검출방법 개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많

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Sampling Pre-treatment Reaction Analysis Data handling

Sample

Reagents Waste

그림 5. 랩온어칩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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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및 시장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국제특허는 제작기법과 관련된 원천기술보다는 분석, 예측, 평가 등의 개별 

응용기술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특허청은 바이오 인포매틱스와 바이오칩 관

련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지난 1999년 관련 출원의 전담 심

사부서를 신설하는 등 이 분야의 출원이 급격히 증가할 것을 대비할 정도로 

비중을 두고 있다.

미국에 출원된 바이오칩을 포함한 바이오 인포매틱스 관련 특허 사례를 보

면 출원인의 국적 분포는 2002년 현재 미국 83.6%(186건) 일본 7.1(16건)% 캐

나다 3.1%(7건), 국 22%(5건), 독일 0.9%(2건), 스웨덴 0.9%(2건), 기타 

22%(5건)이다. 이러한 특허출원 동향에서 바이오칩 분야의 연구개발을 미국이 

선도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일본, 유럽이 추적하고 있다.

바이오 칩 개발의 선두주자는 세계적으로 생명공학 분야의 선두주자인 미

국이다. 미국의 퍼듀대 연구팀은 지난 2000년 7월 실리콘 칩과 단백질을 결합

한 ‘바이오칩’(biochips)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연구팀은 수천 개의 단백질

을 심은 칩들을 손으로 들고 다닐만한 컴퓨터크기의 장치에 내장할 수 있어 

특정 미생물을 비롯하여 질병세포,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사람에게 투여한 약

물의 변화 등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감지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계에

서는 최초로 반도체 미세전극을 개발한 미시간대학이 완전 이식형 뉴로 칩을 

개발 중이며 일리노이 대학이 신경친화성 물질을 반도체 미세 평면전극 위에

서 신경세포망을 구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미국 다나-파버 암연구소는 지난 2001년 12월 생후 1년 이하의 소아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이한 유형의 백혈병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DNA) 칩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유전적으로 일반적인 백혈병과 다

른 특성을 보이는 희귀 백혈병에 대한 유전자 이상을 감지, 이 질병을 정확하

게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한데 큰 의의가 있다.

Affymetrix사 등은 돌연변이 검색용으로 가장 적합한 올리고 칩인 DNA 칩

을 개발, 상품화해 세계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이 회사는 CYP450, p53 

및 HIV의 돌연변이를 찾는 유전자 칩 등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이 밖에 애

질런트 테크널러지스 등이 바이오칩 생산 중이며 최근에는 이들 생명공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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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전자업계의 선두주자인 모터롤라, 휴렛패커드 등이 가세, 종합적인 연구

망을 구성해 세계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바이오 벤처기업은 물론 대기업인 히다치 미쓰비시 등 거대 

IT 기업들이 생명공학 기업들과 손잡고 바이오 칩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시장규모가 지난해 65억 엔 규모에 불과한 일본 시장에서만 20

여개의 유력 기업들이 활동, 출혈경쟁의 우려도 낳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 정

부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 지난해 3천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책정했다.

중국 산시(山西)성에 있는 인민해방군 제 4 의과대학산하 유전자진단연구소

는 지난 2000년 4월 암을 초기단계에서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칩을 개발했다

고 밝혔다. 암을 전 통적 방법으로 초기단계에서 진단하려면 최소한 500가지 

검사가 필요하지만 이 바이오칩 을 사용하면 1천 가지 검사를 통시에 실시할 

수 있다. 연구팀은 또 임신 3개월 때 임신여성의 손가락 끝에서 채취한 혈액 

한 방울을 이 칩으로 검사해 태아가 기형인지 또는 유전질환이 있는지를 알

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유전자진단연구소는 이 기술을 이용, 위장 질환, 간

염, 성병 등을 진단할 수 있는 8가지 바이오칩을 개발했다. 특히 간염 진단 

바이오칩은 단 5분이면 간염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제 2 절 국외 시장 현황

전 세계의 바이오칩 산업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분야로 이제 유아

기에서 벗어나 성장기에 이르고 있다. 주요 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윤곽이 드

러났고, 여러 개의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개발된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바이오칩의 세계시장 규모는 5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 3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2005년에는 33억 달러 이상으로 시장규모가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2005년에 1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형성을 예측할 

정도로 바이오 칩 분야는 그 시장성을 인정받고 있다(표 1).

단백질칩은 DNA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원가와 기술적인 부분

의 취약성 때문에 전체 바이오칩 규모에서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나 향후 진단분야와 신약 개발 분야에서 활용성이 기대되어 단백질칩의 성

장성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7년까지의 예측치에서는 여전히 DNA칩이 70%이상으로 전체바이오칩의 



- 8 -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바이오칩의 세계시장 규모 

      (출처 : 생물정보학의 시장분석 자료, Microbiochip Center 2002년)

그림 6. 바이오칩 사장 현황과 2007년까지의 예측($ Milions)

현재 바이오칩 시장의 대부분은 DNA Chip 이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판매

되고 있는 바이오칩은 연구개발용이 대부분으로 진단용 바이오칩은 아직 상

업화 초기단계이나, 향후 5년 후에는 진단용 바이오칩 시장이 연구개발용 바

이오칩 시장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칩 시장을 세분해 보면 Microarray 분야는 2001년 4억 8천만 달러에

서 2002년은 39% 성장, 2006년에는 20% 정도로 매년 성장하여 17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전체 분야, 감염성 질환 진단용 유전자 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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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2005년 약 2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유전

자 발현 분석 및 막대한 유전정보 해석을 위한 유전체 기능 연구용 유전자 

칩 시장이 주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약개발 및 질병 진단용 유전자 칩 시

장은 현재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Affymetrix, Incyte, 

Nanogen 등에서 칩을 제조하여 판매 중이고, 그 중 Affymetrix사는 유전자 

칩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 도 칩 제작 장비인 Microarray의 

세계 시장은 Affymetrix, Caliper, Packard bioscience Genomic solutions에 의

해 주도되고 있다. 업체별 시장점유율 및 해외 주요 바이오칩 제조업체를 다

음 그림 7과 표 2에 정리하 다.

그림 7. 업체별 바이오칩 세계시장 점유율

(출처 : 전자부품연구원, Biochip의 산업동향,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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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해외 바이오칩 제조업체

 (출처 : 생물정보학의 시장분석 자료, Microbiochip Center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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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NA칩 

DNA칩은 전체 바이오칩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가장 성공적인 기술 분야이다. 단백질칩은 보다 높은 생산원가 때

문에 당분간 DNA칩을 대체하기는 힘겨울 것으로 보이며 랩온어칩의 경우 역

시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보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DNA칩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생산되는데 Affymetrix에서 개발한 

Photolithography와 다른 생산업체들이 채용하고 있는 Glass arrays 방식이 

그것이다. 표 3에 DNA칩의 시장규모를 상기 두 가지 생산방식에 따라 구분

하 다. 특기할만한 점은 2002년 시장에서 Units측면에서는 Glass arrays 방

식이 Photolithography 방식보다 3배 이상 많지만 수익 측면에서는 오히려 뒤

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까지의 향후 성장률에서 Glass arrays 방식이 보

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나 수익 측면과 비교한다면 Photo- 

lithography 방식이 보다 부가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

생하는 이유는 DNA칩을 생산하는 기반기술이 현저하게 다른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glass arrays 방식은 cDNA나 DNA 올리고머를 사용하는

데 비해 Photolithography 방식은 오직 하나의 DNA bases를 사용하기 때문

에 생산원가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Glass arrays 기술을 사용한 DNA칩의 경우 올리고머(Oligomers)나 cDNA를 

사용하며 이에 대하여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현재에는 cDNA가 압도적

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만 향후에는 올리고머가 보다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표 4). 

표 3. Photolithography & Glass Microarray Markets(100 Units & $ Millions)

   (출처 : Business Communications Company, Inc(BCC),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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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Glass Microarrays by Type: cDNA & Oligo(100 Units & $ Millions)

   

    (출처 : BCC, 2003)

주요 DNA칩 제조업체로서는 Affymetrix가 2002년에 60%의 높은 시장 점

유율을 차지하여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다음으로 Agilents와 Amersham이 

30%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8). 

그림 8. DNA칩 제조업체의 시장 점유율, 2002 (출처 : BCC, 2003)

2. 단백질칩 

단백질칩은 보다 넓은 분야로서 단백질어레이 (Protein array)에 속하며 (표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단백질칩 이외에도 세부적으로는 항체, 펩타이드, 

Solution bead/particle array 등의 분야가 있다. 그러나, 2002년 단백질칩의 수

익이 77.7백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어 전체 단백질어레이 시장의 대부분

(85.6%)을 차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2007년에는 3억 달러 규모로 그 점

유율은 89.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9). 2002년 현재 단백질칩 시

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현재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가 9개이며, 제품 

개발 중에 있는 업체는 16개로서 총 2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주요 참여업

체로는 Ciphergen이 1999년에 가장 먼저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Lumicyte가 

Cipheren으로부터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에 참여하기 시작하 고 

Prolinx와 Perkin-Elmer/Packard Bioscience의 제품이 2001년에 선을 보 다. 



- 13 -

그 이후로 HTS Biosystems, Jerini, Randox, 그리고 Zyomyxe 등이 2001년 

후반기부터 2002년 사이에 시장에 참여하 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9개 참여업체 중에서 Ciphergen, Lumicyte, 그

리고 Biacore가 선도업체라고 볼 수 있다. 이중 Lumicyte가 Shimadzu와 3억 

달러 계약을 최근 성사시킴으로서 39%의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

으며 다음으로 Ciphergen이 2억2백5십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 28.9%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Biacore가 22.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여 

이 3개사가 전체 단백질칩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사의 점

유율은 모두 합쳐도 10%에 불과하다(그림 10). 

 표 5. Worldwide Protein Amay Technology Sales by Category ($ 

Millions)

 (출처 : BCC, 2003)

그림 9. Worldwide Protein Amay Technology Sales by Category ($ Mill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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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단백질칩 기술 기업의 시장 점유율, 2002(%) (출처 : BCC, 2003)

3. 랩온어칩(Lab-On-a-Chip) 

현재 세계적으로 랩온어칩을 완전히 상용화한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

정이다. BCC (Business Communications Co, Inc)와 같은 보수적인 시장조사

기관의 경우 랩온어칩 시장은 향후 몇 년 동안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 연구는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시아권에서는 

소형화에 강한 일본에서조차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Aclara Bioscience와 같이 랩온어칩에 독창적인 기술을 바탕

으로 설립된 회사가 최근 랩온어칩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는 현재의 랩온어칩 

시장이 그다지 낙관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향후 

MEMS 기술과 같은 기 반 기술의 발전과 프로테오믹스 분야에서의 응용정도

에 따라 랩온어칩 관련 시장의 성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상존해 있

다. 참고로 Frost & Sullivan의 World Biochip Market Report에 따르면 2000

년도 랩온어칩 시장에서 Caliper가 약 2,0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려 50%의 시

장점유율을 기록한 바 있으며 그 뒤를 Aclara가 400만 달러로 10.0%, Orchid 

역시 400만 달러로 10.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 다. 

 제 3 절 국외 바이오칩 관련기업 현황

90년대 들어서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한 분자생물학은 인간의 유전자 지도

를 완성하기 위한 인간 Genome 프로젝트로 인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게 되

었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microelectronics 기술에 의해 바이오칩

이라는 이름의 분자생물학 도구가 개발되었으며, 현재 바이오칩은 21세기 첨

단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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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기업 중 대표적인 기업은 미국의 Affymetrix와 Nanogen등의 순수 바

이오칩 제작회사와 Partek, Biodiscovery사 등의 data분석 서비스 업체 및 

Clipertech사 등의 Lab chip 제작 회사가 있다. 

표 6. 전세계 바이오칩 관련 기업의 현황

업체명 주요제품 상품명

Agilent   DNA microarray & Scanner

Aclara 

-Microfluidic Device의 상품화

-Bridging Proteomics and Genomics를 위한 

Assay System

-Spatial and Chemical Multiplexing for 

Genotyping Sample Preparation을 위한 

Multiplexing System

Arteas™

eTag
™

Plurex
™
 

Affymetrix 
-유전자발현 분석 Arrays

-DNA 분석 Arrays
GeneChip

Ⓡ

Arraying 

-Protein Arraying Kit

-Micro hybridization Kit 

-Nitrocellulose coated slides

Fast™Pak 

CAST™Slides

FASTSlides
™

Calipertech
 high throughput screening (HTS)을 위한 Lab 

chip 및 관련 solution제공 
LabChipⓇ 

Axon
 DNA microarray를 위한 integrated microarray 

scanner와 analysis software의 제공
GenePix 4000Ⓡ 

Nanogen  SNP 및 STR 분석 NanoChip™ 

Biodiscovery
 microarray 의 data 분석 및 Data Management 

& Tracking

GeneDirector
™

CloneTracker™

Partek 

-유전자 발현 분석

-High Throughput Screening (HTS) 

-Predicting Drug Activity from Structural 

Properties 

ParTek Pro™

이중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가장 먼저 바이오칩을 상용화한 

미국의 Affymetrix사는 의학 분야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 분석 및 관련정보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1993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타클라라에 설립되었다. 90년

대 중반 이후에 불기 시작한 인간 유전체 연구와 DNA칩의 개발로 인해 

Affymetrix사는 현재와 같은 바이오칩 제작회사의 선두주자가 되었으며 현재

는 Nanogen사의 Nanochip과 Affymetrix사의 GeneChip이 세계 바이오칩 시

장을 양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Affymetrix사에서 상용화한 GeneChip은 반도

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리소그래피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되며, 주로 유전

자발현과 DNA 염기서열 분석 등에 이용된다.

유전자 발현 분석과 관련하여 Affymetrix사의 GeneChip
Ⓡ
은 유전자의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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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과 관련된 정량 및 정성분석이 가능하며, 또한 GeneChip
Ⓡ
의 특징 중 하

나인 병렬분석 기능은 DNA 분석에도 쓰일 수 있다. 

그림 11. Affymetrix 사의 바이오칩 GeneChip
Ⓡ

GeneChip
Ⓡ
 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성

과 분석된 유전정보의  재현성 그리고 분석시간의 단축과 비용의 절감 등에 

있다. 특히 Affymetrix사의 GeneChip
Ⓡ
은 Arabidopsis, Drosophila, E. coli, 

Rat, Yeast 유전자 및 인간의 유전자를 이용한 바이오칩을 상용화 하 으며, 

이밖에도 GeneChip
Ⓡ
 에 쓰이는 target labeling reagent 와 각종 장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Affymetrix사와 함께 세계 바이오칩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Nanogen사는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Microelectronics 와 Molecular Biology 분야에 다양

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Nanogen사는 주로 의학진단, 의약학 연구, 유전학, 

유전자 테스트 그리고 약물전달 등의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

고 있으며, 저비용, 고효율, 초정  및 범용성에 중점을 둔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Nanogen사는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Microelectronics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Nanogen사는 Nanochip
TM
라는 이름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Nanochip

TM
 

은 단순히 바이오칩을 말하지 않고 바이오칩에서 분석된 정보를 정확하게 해

석하고 보관할 수 있는 대용량의 Workstation을 포함하며, Nanogen사는 분석

된 정보의 초고속 인증과 정확한 해석에 관련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Nanogen사의 Nanochip
TM
은 DNA의 초고속, 고효율의 분석 등 많은 장

점을 갖고 있다. Nanochip
TM
은 분자생물학, 유전학 분야 등의 다양한 연구에 

응용할 수 있는 장비로서 현재는 주로 유전자의 기능이나 유전자와 질병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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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다. 현재 Nanogen 사는 

Nanochip
TM
 의 응용범위를 확대하여 적은양의 유전물질을 이용한 유전자발현

과 multiplying targeted gene sequences를 가능케 하려고 하고 있다. 

분자생물학의 work station인 Nanochip
TM
 은 자동화된 다목적의 분자 생물

학 장비로서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NP)나 short tandem 

repeat(STR)의 분석에 쓰이고 있다. Nanochip
TM
 은 99개의 microarray로 구

성되어 있으며, 전류의 조절에 의해 DNA나 RNA가 각각의 테스트 위치로 이

동하거나 집결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방식은 hybridization의 정확성 및 

속도 향상과 범용성 확대 등의 장점이 있다. Nanochip
TM
 은 크게 Microchip 

loader와 scanner, 및 작업용 컴퓨터의 3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Microchip 

loader는 비어있는 Nanochip
TM
 cartridge의 test site 위에 원하는 물질을 전기

적으로 배열할 수 있는 fluid-handling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scanner는 고감

도 레이저를 이용한 형광감식 scanner를 이용하고 있다. Nanochip
TM
 

cartridge의 test site는 모두 작업자의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조절되며, chip 표

면에는 투과막이 코팅되어 cartridge 아래 부분의 전자부품과 위부분의 test 

site 사이에 보호막으로 작용하고 있다. Nanochip
TM
 의 장점 중 하나는 자연

적으로 발생한 양전하와 음전하가 DNA와 RNA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생물학

적인 분자들 사이에 결합을 형성한다는데 있다. 이런 정전기의 생성은 test 

site 에서의 분자들의 이동이나 각각의 site에서의 분자들의 고정화를 초고속, 

고효율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12. Nanogen사의 NanochipTM및 cartridge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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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Lab Chip 개발과 관련한 기업으로는 Calipertech을 들 수 있다. 

Calipertech사의 LabChip
Ⓡ
은 향상된 성능의 자동화와 효율성을 장점으로 하

고 있으며 특히 실험실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high throughput 

screening (HTS)기능과 1만 번의 실험을 반복할 수 있는 재현성을 장점으로 

하고 있다. 

바이오칩의 데이터를 분석, 저장 할 수 있는 solution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Partek사를 들 수 있다. Partek사는 미국의 미주리 주에 위치하고 있

으며, 주로 분자생물학적인 연구와 관련하여 software 제공과 컨설팅 및 새로

운 데이터의 예측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Partek사의 분자생물학 데이터 

분석 software인 Partek Pro는 데이터 분석용 spread sheet와 pattern 

visualiza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유전자 발현 분석, HTS, 약물활성 

예측, 셀 특성에 따른 분류 등의 작업에 많이 쓰이고 있다. Partek사의 데이터 

분석 solution은 Bristol-Myers Squibb를 비롯한 25개의 다국적 제약 및 바이

오관련 업체와 Ford Motor Company를 비롯한 6개의 엔지니어링 업체, 미해

군 연구소를 비롯한 6개의 정부기관, Duke University Medical Center를 비롯

한 18개의 대학연구기관에서 쓰이고 있다. 

그림 13. Partek사의 분자생물학 Solution인 Partek Pro.

바이오칩과 관련한 세계적인 기업으로는 이밖에도 micro array와 scanner를 

생산하는 Agilent사와 Microfluidic Device 및 Assay System을 생산하는 

Aclara사, DNA microarray를 위한 integrated microarray scanner를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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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xon사, Protein Arraying Kit와 Micro hybridization Kit의 생산 및 

Nitrocellulose coated slides를 제공하는 Arraying사 등이 있다. 현재에도 무

수히 많은 바이오칩 관련 벤처들이 태어나고 있으며, 바이오칩의 기술 또한 

날로 발전하고 있다. 

 제 4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그림 14. 바이오 칩 검출기술 Roadmap (출처 : 과학기술부, 2002년)

그림 14는 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바이오칩 검출기술 로드맵으로 바이오칩 

기술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진 국가기반산업의 창출 및 산업구조에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기술력이 다소 뒤져 연

구개발용, 임상진단용 바이오칩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상업

화 궤도에는 오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관련기업들이 관련 원천기술 특허를 확보하지 않아 향후 시장 확

대에 따른 특허 분쟁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세계 7

위권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바이오전략회의’를 신설하고 

BT와 IT 융합분야의 발전을 위한 BIT 산업화지원센터를 구축해 바이오칩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기술의 하나로 채택했으며, 6천억 원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부처별로 과기부가 단백질칩 , 산자부는 랩온어칩, 복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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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DNA 칩 개발에 주력키로 했다. 삼성 등 일부 대기업이 산하 연구기

관을 통해 바이오칩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4백여 개의 벤처기업들이 연구에 전

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2년 말 국내에 출원된 바이오칩 관련 특허는 50여건으로 최근 국내 벤처

기업 들이 바이오칩 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특허 출원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내국인의 출원은 LG전자, 삼성전자, 바이오니아,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대 등

이 외국인 출원은 코스타 월드, 사이퍼젠바이오시스템 등이 주도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바이오칩 자체에 관한 기술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부품․소재 

13건 기계․장치 6건 분석시스템․검출과 제조기술․방법이 각각 5건으로 나

타났다.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지난 2000년 8월 단백질 칩을 이용한 다목적 자동

진단시약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연구팀은 항원(또는 항체) 단백질을 

칩에 심어 혈액의 항체(혹은 항원) 단백질을 감지하는 방법을 개발, 에이즈 바

이러스 (HIV) 및 간염 C형 바이러스(HCV) 등 감염성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

을 끝내 시제품 개발에 들어갔다. 이 기술은 기존의 효소면역분석법과는 달리 

검출에 효소-기질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전체 반응시간이 짧으며 전 과정

을 자동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한 사람의 혈액을 이용한 수 십 가지 질환

의 통시 진단 (2)한 가지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수십∼수백 명 이상 혈액 

의 동시 진단 (3)수십 가지 질환에 대한 수십∼수백 명 혈액의 동시진단 등이 

가능하다.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인 마크로젠은 지난 2001년 4월 한국인 유전자 4천 6

백 8개로 구성된 DNA 칩 'MAGIC 4.6K를 내놓았다. 이 칩은 한 개의 칩에 

동일 유전자가 2겹씩 총 9천 2백 16개의 유전자가 고 도로 심어져 있어 한 

번의 실험으로 두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제품은 약 3천 2백로 알려진 

유전자와 1천여 개의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 그리고 3백 80개의 콘트롤 유전

자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 세포 안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는 5천∼7천 개로 알

려져 있는데 이 칩을 이용하면 세포 하나하나의 유전자 발현 상태를 매우 효

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국내 기업들과 공동으로 혈액 속에 존재

하는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을 전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단백질감지 칩을 개

발했다. 이 단백질 칩은 특히 구동기능과 감지기능을 일체화해 항원․항체반

응을 통한 단백질의 결합을 공진주파수 변화로 측정, 감지할 수 있는 세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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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전기적 측정 방식을 응용했다. 이 칩은 공진 주파수 변화를 생체물질의 

양에 따라 전기적으로 읽을 수 있으며 미세한 캔틸레버를 이용, 수십 마이크

로리터 이하의 적은 시료를 사용해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관련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

여 일정부분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제 5 절 국내 시장 현황

2002년 국내 바이오산업은 약 1조 7000억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수출 

7억 달러, 고용 7,000 명, 업체 450여 개, 세계 시장점유율 1.4% 등에 이른 것

으로 발표되었다. 국내 DNA 칩 시장에서는 다이아칩, 디지털지노믹스, 지노

책, 바이오씨에스, 마크로젠, 바이오니아, 굿젠, 바이오메드랩, 제노프라, 에스

제이하이테크, 네오딘, 디스진, 그리고 파마코제 네칩스 등 내실 있는 DNA 

칩 전문업체가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여 약 500억 원대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전망이다.

바이오메드랩은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DNA 칩을 개발

하여 상품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굿젠은 기판 위에 염기서열을 심고 유전자복

제 시발물질(프라이머)과 DNA 합성효소를 올려 판독은 물론 염기서열 분석

도 가능한 칩을 개발하 다. 연구용 2.4 Kb 칩 상용화로 미국의 바이오마이크

로시스템에 60만 달러를 투자하여 LOC 기술을 확보한 바 있는 마크로젠은 

염기 서열분석 서비스 수요 증가와 저가 DNA 칩 출시로 2001년 상반기보다 

108.3% 늘어난 5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2002년 하반기에는 스캐너와 유전자 

변형을 검사할 수 있는 BAC 칩 출시와 업사업부제 운 으로 80억 원 이상

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기업으로는 삼성이 DNA 칩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DNA 칩의 제조공정은 반도체와 비슷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강점을 지닌 우리나라가 수 년 내에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DNA 칩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동안 국내의 DNA 칩 분석 장비 시장은 Affymetrix나 Agi1ent 

Techno1ogies 등 외국 장비업체들의 수억 원대 장비가 석권을 해왔지만 최근 

국내 장비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마크로젠, 디지탈바이오테크놀러

지, 다이아칩, 서린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은 대당 3900∼

5,000만 원 정도의 저가용 바이오칩 분석 장비를 속속 선보이며 시장을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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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마크로젠의 MG-DNA 칩 스캐너, 디지털바이오테크놀러지의 제

노스코프 DCR200, 다이아칩의 DC리더 301이 이미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서

린바이오사이언스도 조만간 보급형 DNA 칩 분석 장비 개발을 완료하고 시판

에 나설 예정이다.

아래 표 7은 국내 DNA 칩 관련업체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표 7. 국내 DNA칩 관련업체 

   (출처 : 생물정보학의 시장분석자료, Microbiochip Center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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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제 1 절 기여도

   1. 과학기술적 기여도

최근의 생명공학산업은 소형화기술이 부가되면서 기존 생물학연구에 전자, 

전산, 기계 등의 주변기술이 급격히 융합되고 있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생물

학 연구도 이제는 단위 생물개체를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적 연

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연구방법 또한 극미량의 실험재료로서 다량의 실험

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림 15. 생명공학기술의 소형화

유전자, 단백질, 세포 등을 이용한 생물정보 분석 및 이용기술에 있어서 바

이오칩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견되어지고 있다. 단백질 혹은 펩

타이드칩은 아직까지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미래형 기술인데, 단백질

의 발현 및 기능연구나 단백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질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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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Biomarker 발견,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여 의학, 

약학, 식품, 환경 등 널리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사회적 기여도

노령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높은 삶의 질을 위하여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연구는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오는 21세

기 바이오테크 시대에는 분자 수준의 진단과 치료가 의료의 핵심이 될 전망이

므로 방사성 동위원소 기술을 생물공학 기술에 접목시킨 진단제 및 치료제 개

발은 미래 사회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바이오칩 검출기술로는 불가능하거나 어려웠던 분야에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한 바이오칩 검출 기술을 개발하면 생명과학 및 의학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생물정보 분석을 위한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기술 기초기반 연구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활성화와 국제적인 학문적 성과를 통하여 국민보건 증진과 

함께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또,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방사선 관련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여 할 

것이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대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원

자력 분야 전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3. 경제적 및 타 사업에의 기여도

바이오칩은 첨단의 복합기술로 BT, IT, MT, NT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과제로 나온 연구 결과들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단백질 탐색, 분석 기술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IT분야 대기업의 참여로 바이오칩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반도체, 전자, 나노 등과 관련된 정 제조기술 및 대량생산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칩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테크 기업과 제휴가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기술 및 IT‧BT‧NT 등 융합기술 육성시책에 부응하여 타 분야

에 비해 바이오칩/센서의 국가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RI 바이

오칩 개발을 통하여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그 유용성을 확대하여 

외화의 획득 및 한국 원자력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생명

공학기술과 나노기술의 접목이 시도되고 있어 기술 및 특허선점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암세포 능동 타게팅 기능을 가진 방사성 나노입자의 개발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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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고 있는 방사선기술(RT)에 나노기술(NT)과 바이오기술(BT)을 접목시

킨 최첨단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최고의 기술만이 존재하고 이류기술이나 후

발기술은 아무런 경쟁력 없이 결과적으로 연구비만 낭비하게 되는 국제적 현

실에서 NT, BT를 접목한 RT분야에 연구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동위원소 자체의 부가가치는 높지 않으나 동위원소가 표지 된 RI kit 

및 biochip은 고 부가가치 상품이므로 실용화를 통해 산업화를 시킨다면 수백

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단백질은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의 기본 

물질이며, 인체질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중

요한 연구 대상이다. 유전자 칩에 이어 단백질 칩은 단백질의 발현과 기능을 

분석하고, 효소, 호르몬 항체 등의 신약개발을 위한 초고속 탐색 기술로 이용

될 것이다. 

 제 2 절 활용도

1. 질병의 특이 단백질(biomarker)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여 질병을 조기에 진

단할 수 있는 진단제 개발

2. 단백질의 발현 및 기능연구나 단백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자수준의 연구를 

통하여 암, 치매, AIDS 등 인체 질병의 원인 규명을 통한 신약 개발

3. 신약 후보물질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는 HTS(High 

Throughput Screening) 시스템 개발

4. 외산 완제품으로 수입되고 있는 생명과학용 및 생물산업용 방사성 시약의 

수입 대체화 및 국가 원자력산업 활성화

5. IT‧BT‧NT 등과의 방사선 융합기술로 첨단 복합기술 바이오칩/센서의 국가

경쟁력 확보 가능

6. 방사성 시약 및 바이오칩 개발을 통한 국민 건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함

7. 암, AIDS, 치매 등의 인체 질병의 조기 진단․치료나 원인 규명에 효율적으

로 활용될 기술 확립

8. 새로운 의약품이나 생리활성 물질의 성공적인 발굴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기

술 확립

9. 유전자, 단백질, 세포 등의 생물정보 분석 및 이용기술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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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결론

차세대 칩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칩은 선진국조차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

에 이르지 못한 분야이다. 따라서 향후의 시장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하지만 그 응용범위가 보건, 의료, 환경, 정 화학, 식품, 생물공정, 정보, 전자 

분야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면에서 대표적인 

주요 산업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바이오칩의 개발과 이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여러 임상 연구 결과들은 현재 웰빙 신드롬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노화와 건강 추구에 구체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칩은 학문적으로 미개척 역이기 때문에 창

의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발견과 발명의 진원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특허 

획득시 바로 신산업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의 

바이오칩 기술에 방사선기술(RT)에 접목하여 라디오-바이오칩(radio-biochip) 

등을 개발하면 생명과학 및 의료 신산업 창출과 아울러 엄청난 경제적 부가

가치를 가져오리라 기대된다.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의 주변에서 바이오칩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생활 깊숙한 곳에 바이오칩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 27 -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AR-771/2007

     제목 / 부제 바이오칩 및 검출 기술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AR,TR 등의 경우 주저자)
박상현(방사선생명공학연구센터)

연 구 자 및 부 서 명 권희정(방사선생명공학연구센터)

고경철(방사선생명공학연구센터)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행년 2007

페 이 지   32 p.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Cm.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 ), 비공개(  )
보고서종류  AR

비 여부  대외비(   ),  __ 급비

연구위탁기관 계약번호

초록 (15-20줄내외)

차세대 칩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칩은 선진국조차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분야이다. 따라서 향후의 시장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그 응용범위가 

보건, 의료, 환경, 정 화학, 식품, 생물공정, 정보, 전자 분야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면에서 대표적인 주요 산업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바

이오칩의 개발과 이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여러 임상 연구 결과들은 현재 웰빙 신드롬

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노화와 건강 추구에 구체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칩은 학문적으로 미개척 역이기 때문

에 창의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발견과 발명의 진원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특허 획득

시 바로 신산업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의 바이오칩 기술

에 방사선기술(RT)에 접목하여 라디오-바이오칩(radio-biochip) 등을 개발하면 생명과학 및 

의료 신산업 창출과 아울러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가져오리라 기대된다.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의 주변에서 바이오칩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생활 

깊숙한 곳에 바이오칩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바이오칩, 검출기술



- 28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m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AR-771/2007

Title / Subtitle Current Status on Biochip and Detection Technology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or Main Author)

Sang Hyun Park (Radiation Research Center for Bio-Technology)

Researcher and 

Department
Hui Jeong Gwon (Radiation Research Center for Bio-Technology)

Publication

Place 
Daejon Publish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ublication   

Date
2007

Page   32 p. Ill. & Tab. Yes(○),  No (  )  Size         Cm.

Note  

Open Open( ○ ),  Closed(  )
Report Type  AR

Classified Restricted( ), ___Class Documen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The recent biotechnology technique has been miniaturized and it features a fusion of  

electricity, electronics and mechanics in the existing biology. As an example, biochip is a 

collection of miniaturized test sites (microarrays) arranged on a solid substrate that permits 

many tests to be performed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achieve higher throughput and 

speed. Like a computer chip that can perform millions of mathematical operations in a 

second, the biochip can perform thousands of biological reactions, such as decoding genes, in 

a few seconds. The biochip is being used in toxicological, protein, and biochemical research 

and it can also be used to rapidly detect chemical agents used in biological warfare so that 

defensive measures can be taken. These biochip technologies incorporate elements of 

microfluidics, micromachining, synthetic chemistry, separation technologies, and detection 

technologies of biological molecules. Basically, biochip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microarray and lab-on-a-chip system. Microarrays use planted probes to catch and identify 

target biological molecules while lab-on-a-chips actively process loaded samples.

     The biochips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customers are appearing all over the 

world. The products from the biochip market are being used to help accelerating the research 

processes and capabilities of bio-pharmaceutical drug discovery and basic academic 

bioresearch. To fully take advantages of the attributes of biochip technologies such as 

miniaturization, parallelism, automation and integration, there are some problems to overcome. 

The major problem is to reduce the cost. Currently the prices of biochip products are too 

expensive to replace traditional products and processes. As a method to solve the problem, a 

radioisotope can be used as a detecting sensor by appling on the biochip, as it were, 

radio-biochip that will further bring the cost down.  

     The originality using the radioisotope on the biochip technology will be able to expect 

a creation of economic added value.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Biochip, Detection technology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및 시장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제 2 절 국외 시장 현황
	제 3 절 국외 바이오칩 관련기업 현황
	제 4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제 5 절 국내 시장 현황

	제 3 장 결 론
	제 1 절 기여도
	제 2 절 활용도
	제 3 절 결론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