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06.24 

젠큐릭스, 코로나19 진단키트 FDA 긴급사용승인 

▶ 기존 코로나19 진단키트 성능 업그레이드… 한 번에 384개 샘플 검사 

 

<2020-06-24> 분자진단 전문 바이오 기업 ㈜젠큐릭스(대표 조상래)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긴급사용승인(EUA)를 획득했다. 

 

젠큐릭스는 이번 FDA의 긴급사용승인으로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미국 내 모든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승인을 받은 ‘진프로(GenePro) SARS-CoV-2 Test’ 제품은 지난 3월 선보인 첫 번째 코로나19 

진단키트인 진프로 COVID19 Detection Test에서 검사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 신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가장 큰 강점은 384개의 검체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코로나19 

진단키트는 한 번에 96개 검체까지만 검사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검사할 수 있는 수가 4배 

증가한 수치다.  

 

일일 확진자가 15만명 이상으로 폭증하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대량 검사가 가능한 진단 

키트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확도가 높은 PCR 기반의 검사는 검체의 RNA 추출부터 증폭, 결과 도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몇 명을 검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검사에 필요한 일부 분석 장비와 

자동화 시스템만 갖춘다면 검사소 한 군데에서 하루 최대 6천명 분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젠큐릭스 측은 설명했다. 

 

젠큐릭스 관계자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코로나 진단키트 중 384개 검체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검사는 현재 젠큐릭스 제품 밖에 없다”며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2백만 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대량 검사가 가능한 젠큐릭스 제품의 미국 FDA 

승인을 기다리던 고객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향후 공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 의지를 밝혔다. 

 

젠큐릭스는 이번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 이외에도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중남미 주요국들에서 허가를 완료하고 수출을 진행하고 있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확진자 수 전세계 2위인 브라질에서도 한국업체로는 두 번째로 허가를 받고 파트너사인 휴온스를 

통해 수출을 시작한 바 있다. 

 

젠큐릭스 조상래 대표는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으로 미국 시장은 물론 타 대륙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실적을 바탕으로 꾸준히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젠큐릭스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젠큐릭스는 내일인 2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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