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지메드, 신생아 유전자검사 “G-스캐닝 서비스” 중국 진출 본격화 

- 중국 분자진단 전문기업 트리플엑스 바이오사이언스(TIB)와 G-스캐닝 서비스 

판매대리점 지정 및 제품 공급을 위한 기본계약, 제품 수입등록 위탁계약 체결 

 

㈜엠지메드는 11월 22일 중국 트리플엑스 바이오사이언스(이하 “TIB사”)(대표 야오밍펑)와 신생아 

유전자검사 “G-스캐닝 서비스”의 중국시장 본격 진출을 위한 판매대리점 지정 및 제품 공급을 위

한 기본계약, 제품 수입등록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양사는 2015년 8월 엠지메드가 제공 중인 G-스캐닝 서비스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MOU(양해각

서)를 체결한 이후, 올해 TIB 북경지사에 검사실을 구축하고 TIB 연구원에 대한 기술 교육 및 3차

례에 걸친 Test를 완료하였으며, 이미 북경아동병원 등 중국 내 소아과병원 등에 검사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엠지메드는 금번 계약을 통해 TIB사를 중국 내 G-스캐닝 서비스 실시를 위한 판매대리점으로 공

식 지정하는 한편 엠지메드가 자체 생산하고 있는 DNA Chip에 대하여 중국 식약처(CFDA)의 의

료기기 허가 및 중국 내 임상 실험 진행을 위한 중국 내 대리인으로 지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중

국시장 내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신생아 유전자검사 G-스캐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국 내 연간 신생아 수는 약 2천만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1%에 해당하는 20만

명이 본 검사를 받는 경우 매출은 약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중앙 좌측 TIB사 야오밍펑 대표, 중앙 우측 ㈜엠지메드 이병화 대표이사 > 



중국 TIB사는 2002년 설립된 분자진단 전문기업으로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 본사를 두고, 현재 

2,000개 이상 의료기관에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간암 등을 조기 진단하는 체외진단 키트 등을 공

급 중에 있습니다. 중국기업 최초로 국가의약감독국에서 간암, 결핵 진단을 위한 분자진단제품 등

록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TIB사는 중국 푸젠성 및 북경에 유전자검사 등이 가능한 ICL(Independent Clinical Lab) 인증 

실험실 및 ISO15189 인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최대 규모인 북경산부인과병원 

등 다수의 대형 산부인과병원과 긴밀한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많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중국 식약처(CFDA) 허가를 획득한 경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당사의 G-스캐닝 서비스 제

공을 위한 파트너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계약에 따라 TIB사는 곧바로 중국 내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G-스캐닝 서비스 마케팅을 

수행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중국 식약처(CFDA) 허가를 위한 임상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