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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자체 개발한 과학기기 성과의 보급과 응용을 심층 강화하고 자

체 개발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과학원 

조건보장ㆍ재무국은 「2019년 중국과학원의 자체 개발 과학기

기」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과학기기 제품 목록의 편집 작업

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

모집, 집계, 전문가 선별 등 과정을 통해 기술 성숙도가 높고 

중요한 응용 보급 가치가 있는 275개의 자체 개발한 과학기기 

및 부품에 대한 정리를 하였음

「중국과학원 저널」 플랫폼을 통해 「2020년 중국과학원의 자

체 개발 과학기기」 특집을 발행하여 과학기술 종사자와 관련 

부서, 기업에 참고자료로 제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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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과학원의 자체 개발 과학기기
- 생명 및 의학과학편

1 서론

과학기기는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한 기반이고 보장이며 혁신 연구 결과의 중요한 

산출 형식으로 국가 혁신 능력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 수준을 상징함

l 과학기기의 자체 개발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고 경제와 사회 발

전을 추진하는 유력한 보장이며 아울러, 인재 육성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임

l 현재 중국의 대부분 첨단 과학기기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첨단 기기와 핵심 부

품도 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음

- 선진국은 장기적인 축적을 통해 과학기기의 독점적 우위를 형성하여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의 순조로운 발전과 과학연구 성과의 지속적인 산출에 큰 영향을 미침

중국과학원은 줄곧 과학기기의 자체 개발 추진을 중요시하고 “제8차 5개년 계획” 

기간부터 기기 설비 업그레이드 개조와 자체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

l 개발 수요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일련의 핵심 기술을 축적하였으며 기기 개발 기술 

인력과 기기 응용 개발 인력을 양성하였음

l 국가중대과학기기설비 개발 임무를 수행하여 일련의 중요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과학기기설비를 생산하였음

이러한 국제 상황에서 자체 개발한 과학기기의 응용을 널리 보급하고 과학기기 자

체 개발 작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국과학원은 “중국과학원 

자체개발 과학기기 제품목록”을 편집·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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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명 및 의학과학

장비Ⅴ-220: 초고 처리량 유전자 시퀀서 장비Ⅴ-221: 냉동 현미경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대형 전체 게놈 
시퀀싱(인간, 동물, 식물), 

소형 전체 게놈 
시퀀싱(미생물, 바이러스), 
초심도 엑솜 시퀀싱, 전체 
전사체 시퀀싱, 대형 종양 

표적 검출 등

중국과학원 창춘(长春)
광학정밀기계·물리연구
소, 창광화다(长光华大)
게놈시퀸싱설비창춘（长
春）유한회사

냉동 형광 이미징, 
냉동 광전 융합 이미징

중국과학원 
생물물리연구소

장비Ⅴ-222: 다파장 무채색 전반사 현미경 장비Ⅴ-223: STED 초해상 광학 현미경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단일분자 형광 이미징, 
세포 형광 이미징, 미약 

형광 신호 검출 

중국과학원 
생물물리연구소

생물의학 초고해상도 
이미징, 나노 구조 재료 
특성, 나노 리소그래피

중국과학원 화학연구소, 
중국과학원 

쑤저우(苏州)생물의학공
학기술연구소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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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Ⅴ-224: 3차원 구조 광조명 초해상도 현미경 장비Ⅴ-225: 레이저 스캐닝 공초점 현미경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세포 형태학 연구, 신약 
개발, 병리 진단, 식물학 

연구, 신재료 연구

중국과학원 쑤저우(苏州)
생물의학공학기술연구소

생물의학 연구 분야
중국과학원 

쑤저우(苏州)생물의학공
학기술연구소

장비Ⅴ-226: 유전체 마이크로렌즈 기반 근거리장 
광학 초해상도 현미경

장비Ⅴ-227: TIRF 단일분자 현미경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생명 과학, 생물 의학 
분야

중국과학원 
선양(沈阳)자동화연구소

생물 의학 초해상도 
이미징, 나노 구조 재료 

특성 분석
중국과학원 화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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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Ⅴ-230: 소동물 광학 및 광음향 단층 다모드 
융합 분자영상 장치

장비Ⅴ-231: 소동물 생체내 자발적 형광 단층 
분자영상 장치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소동물 광학 및 광음향 
단층 다모드 융합 

분자영상,  조기 소종양 
고민감도 검사, 및 

생체내 약효 평가 등 
기초 과학 연구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소동물 생체내 자발적 
형광 단층 이미징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장비Ⅴ-228: 소동물 스펙트럼 마이크로 CT 장비Ⅴ-229: 소동물 이동 안구운동 추적기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임상 실험연구용 
동물생체 CT 영상

중국과학원 
고에너지물리연구소

신경 과학 학습, 기억, 
인지, 주의, 각성, 정서 
연구 및 다양한 신경계 

질환 특성 
안과, 전정 과학, 약물 

선별 등 기타 생명 과학 
연구

중국과학원 
선전(深圳)선진기술연구

원

KO
STEC   

  K
O

STEC   
  K

O
STEC



2020년  중국과학원의 자체 개발 과학기기 – 생명 및 의학과학편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7

장비Ⅴ-232: 작은 동물 광학 멀티 모드 융합 
분자 이미징 이미징 시스템

장비Ⅴ-233: 4차원 생체 내 광학 투영 단층 촬영 
시스템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작은 동물 생체 내 광학 
다중 모드 융합 분자 
이미징, 미세 종양의 

조기 민감성 검출, 생체 
내 약물 효능 평가 및 
기타 기본 과학 연구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소모형동물의 생체 동적 
이미징, 분리 된 조직 
및 기관의 미세한 3 

차원 이미징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장비Ⅴ-234: 젖샘/영장류 진단 양전자 방출 단층 
이미징 시스템

장비Ⅴ-235: 인체 멀티 생리학적 매개변수 검측 
시스템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유방암 초기 미세 병소 
선별 및 양성과 악성 

진단.
영장류, 설치류 동물 
생물학 연구 플랫폼.

중국과학원 
고에너지물리연구소

민간항공, 고속철도, 
소방 등 특수 산업의 
전문 교육 및 신체, 

정신 건강 평가

중국과학원 
쑤저우(苏州)생물의학공

학기술연구소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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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Ⅴ-236: 경량 콘빔 CT 이미징 시스템
장비Ⅴ-237: 인체 폐부 가스 자기공명 이미징 

시스템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중증환자 집중치료(ICU), 
인터벤션 방사선과, 
응급, 야전 병실 등 

의학 분야의 3D 및 2D 
X선 영상 제공 

중국과학원 쑤저우(苏州)
생물의학공학기술연구소

인체 폐부 임상 중대 
질병의 진단과 치료 

평가, 동물 폐부 모델 
과학 연구

중국과학원 
우한(武汉)물리수학연구

소

장비Ⅴ-238: 당뇨병 초기 비침습적 측정 시스템 장비Ⅴ-239: 다기능 형광 분석기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의 
조기 검사와 평가

중국과학원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 

안후이이캉다(安徽易康
达)

광전과기유한회사

혈액, 소변 등 체액 
샘플 중의 염증, 심혈관 
및 종양 등 질병 관련 

마커 신속 감지.
테스트 결과를 보조 
임상 진단 및 예후 

모니터링으로 사용 가능.

중국과학원 
생물물리연구소, 

베이징중커젠란(北京中
科健兰)생물과기유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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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Ⅴ-240: 높은 시공간 해상도의   
전기화학-형광 결합 세포 이미징 시스템

장비Ⅴ-241: 다채널 레이저 결합기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신경세포 전달물질 전송 
과정의 전기화학 및 

이미징 결합 모니터링

중국과학원 상하이(上海)
응용물리연구소

광시야 형광 이미징, 
레이저 공초점 이미징, 
내부반사 형광 이미징, 
구조 조명 형광 이미징

중국과학원 
생물물리연구소

장비Ⅴ-242: 임상 단일세포 라만 약제감수성 고속 
검출기

장비Ⅴ-243: 단일세포 라만 분리-시퀀싱 결합 
시스템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중수 공급 단일세포 라만 
스펙트럼 약제감수성 검출 
기술을 기반으로, 미생물 

분리배양이 필요없이 병원체 
유형을 직접 식별하고 

약제감수성 특성(및 세포 간 
이질성)을 측정할 수 있다. 
전체 과정은 3시간 내에 
완료 가능하다. 아울러, 
낮은 선호도, 높은 적용 

범위 및 약물 내성 표현형 
관련 단일세포 게놈 

시퀀싱을 완성할 수 있다. 

중국과학원 
칭다오(青岛)

생물에너지원·과정연
구소

단일세포 라만분광법에 
기반하여 분리배양과 형광 
탐침 라벨링이 필요없이 

단일세포 정확도를   
파괴하지 않고, 단일세포 
정밀도로 직접 및 비파괴 
적으로 균군 샘플의 대사 
관련 표현형(및 세포간 

이질성)을 측정할 수 있다. 
아울러, 높은 적용 범위, 
신진대사 표현형 관련 
단일세포 게놈 확장 및 

단일세포 미세액적 배양을 
완성할 수 있다.

중국과학원 
칭다오(青岛)생물에
너지원·과정연구소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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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Ⅴ-244: 단일세포 물리적/화학적 특성 
고처리량 검측 분석기

장비Ⅴ-245: 단일세포 선별기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단일 세포 생물 물리학 
및 화학적 특성 탐지에 

사용되며 주로 종양 
이질성, 세포 생물학과 

같은 기본 연구에 
사용됩니다.

중국과학원 
쿵톈(空天)정보혁신연구

원

미 배양 미생물 연구, 
단일 세포 시퀀싱 연구, 
정밀 의학, 공학 세포 

스크리닝 등

중국과학원 
창춘(长春)광학정밀기계·

물리연구소, 
창춘창광천잉(长春长光
辰英)생물과학기기유한

회사

장비Ⅴ-246: 3차원 세포 배양 시스템 장비Ⅴ-247: 유세포 분석기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3차원 세포 배양(1차 세포, 
줄기 세포, 종양 세포 배양 

및 약물 선별 연구 및 
오르가노이드(Organoid) 구축

중국과학원 
쑤저우(苏州)

생물의학공학기술연
구소

면역 등 생물 입자 분석:
면역세포 클러스터링 및 

다형성 연구, 종양의 이질성 
연구, 제약 약리학 적 평가 

등을 포함.

중국과학원 
쑤저우(苏州)생물의
학공학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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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Ⅴ-248: 디지털 PCR 장비Ⅴ-249: MRI 마이크로 이미징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 
단일세포 유전자 발현 분석 
종양 조기 진단 및 맞춤 

치료 
바이러스 타이핑 및 적재량 

분석 
비침습적 산전 진단

중국과학원 
쑤저우(苏州)생물의학

공학기술연구소

동식물의 발육 과정 연구, 
생리학적 구조와 기능 영상 

분석, 식물체의 생성 과정 영상 
분석, 종자의 발육과 분화 과정 
동적 영상, 쥐 뇌의 고해상도 

영상.

중국과학원 
전기공학연구소

장비Ⅴ-250: 초미량 DNA 자동 추출 및 검측 
워크스테이션

장비Ⅴ-251: 전자동 줄기세포 유도 배양 장비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미량 DNA 샘플용 자동화 
핵산 추출

중국과학원 
광저우(广州)생물의약

·건강연구원

유도 메커니즘 연구, 분화 조절 
네트워크 연구, 안전성 연구, 
재생 의학(줄기세포 요법 등) 
연구, 줄기세포 은행 구축 등 

치료 응용 연구, 기능화 
세포(발현 벡터 세포 등)의 구축 
및 개선, 질병 모델, 약물 선별 

등 생물 의학 연구

중국과학원 
광저우(广州)생
물의약·건강연구

원

KO
STEC   

  K
O

STEC   
  K

O
STEC



중국 과학기술 정보

12  

장비Ⅴ-252: 자기적응 광학망막 영상기
장비Ⅴ-253: 3차원 실시간 생체내 신경기능 회로 

이미징 시스템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안구 시망막의 생체내 
영상, 안구 질환 및 일부 
전신 질환의 기초 연구 및 

임상 진단

중국과학원 
광전기술연구소, 
청두커아오다
(成都科奥达)

광전기술유한회사, 
중국표준화연구원

소동물 생체 신경 혈관 영상, 
분리 조직 신경 및 혈관 영상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장비Ⅴ-254: 밀리미터파 인체 영상 안전 검사 
장비

장비Ⅴ-255: 막 유화제 시리즈 설비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도시 공공안전,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반테러 및 

안정유지 분야, 차세대 전체 
프로세스 비접촉 지능형 
체온 측정 보안 검사

중국과학원 
상하이(上海)

마이크로시스템·정보
기술연구소, 

항저우신잉(杭州芯影)
과기유한회사

혁신형 균질 유제의 미소 
구체, 미소 캡슐 제조 

장비이다.
제약, 백신 보조제, 고급 
화장품, 생물 활성 성분 
매립, 스마트 코팅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중국과학원 
과정공학연구소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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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Ⅴ-256: 삼중4극 질량 분광계 장비Ⅴ-257: 생물분자 인터페이스 분석기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유기 화합물의 구조 
분석 및 표적 화합물의 

신속 선별.
임상에서 주로 소분자 

분석, 치료 약물 
모니터링 등에 응용.

중국과학원 쑤저우(苏州)
생물의학공학기술연구소

생체분자 간의 상호 작용와 
표면 특성: 단백질 

상호작용, 항체와 항원 
상호작용, 생물분자 흡착과 

해리 
환경 유기/무기 흡착과 해리 

과정 모니터링, 생물의학 
감지 등.

중국과학원 
쑤저우(苏州)생물의
학공학기술연구소

장비Ⅴ-258: 전자동, 고해상도, 대량신속처리 
투루 3D 영상 분석 시스템

장비Ⅴ-259: 생물 구조 투루 3D 형태 이미지의 
신속 획득 및 정량 분석기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작물 표현형 연구, 작물 
유전자형 연구 및 작물 

육종 분야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센티미터급 샘플의 고속 
고해상도 컬러 3차원 

이미징

중국과학원 동물연구소, 
중국과학원 

시안(西安)광학정밀기계
연구소KO

STEC   
  K

O
STEC   

  K
O

STEC



중국 과학기술 정보

14  

장비Ⅴ-260: 동물플랑크톤 원위치   탐측 초해상 
3D 이미징 시스템

장비Ⅴ-261: 이온빔 생명공학   장치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해양생태 과학연구 및 
어업자원 평가. 

원위치, 대형 시공간, 다중 
매개변수 관측 및 분석 방법 제공.

중국과학원 
반도체연구소

미생물, 식물 종자 돌연변이 
육종.

유전자 형질도입, 매개 관련 
생물실험 연구.

중국과학원 
허페이(合肥)물질과학

연구원

장비Ⅴ-262: 마취 필요 없는 소동물 생체 발광 
신속 검측 시스템

장비Ⅴ-263: 저주파 발진 기반의 마이크로 어레이 
어레이 / 패터닝 준비 기기 시스템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소동물생체 내 및 생체 
외에서 생체 발광 

신호의 강도를 신속하게 
검출함으로써, 항균제, 

항 바이러스제, 항 종양 
제 및 백신 등의 효과에 

대한 신속한 평가.

중국과학원 광저우(广州)
생물의약·건강연구원, 

중국과학원 
쑤저우(苏州)생물의학공학

기술연구소

제어 가능한 압전 펄스에 
의해 생성된 저주파 미세 

진동은 모세관 미세 
노즐에서 추출된 미량   

샘플이 미세 진동의 작용 
하에 미세 액적(300pL-10 

nL) 또는 분말을   
방출함으로써 마이크로 

어레이(최대 점밀도 
3,600점/cm2) 바이오칩 
제조, 분말 샘플 포장 및 

인터페이스 마이크로 
패터닝 수정을 완성한다.

중국과학원 
창춘(长春)응용화학연

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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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Ⅴ-264: 아플라톡신 형광 검출기 장비Ⅴ-265: 소독 및 전염병 방지 로봇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식량, 식용유, 우유, 중약 
중의 아플라톡신 함량 검측. 

국가표준 GB5009.22—2016 
및 “중화인민공화국약전” 

2015년판에 부합.

중국과학원 
다롄(大连)화학물리

연구소

의료기관의 민감 구역 
소독, 중대 전염병 돌발 

발생에서 민감 구역 
말단 소독, 갱도 및 
갱도형   방공 작업, 

선박 등에 응용.

중국과학원 
허페이(合肥)물질과학연

구원, 
완장(皖江)신흥산업기술

발전센터, 
안후이이캉다(安徽易康
达)광전과기유한회사

장비Ⅴ-266: 촉각 전도 측정기
장비Ⅴ-267: 단일 시드 품질 지능형 비파괴 

플럭스 검사 및 분류 장비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곤충 촉각의 정보 화합물 
구성에 대한 촉각 전도 감지.

식물 전기생리학, 거미 
전기생리학 갑각류 

전기생리학 등 기타 생태생물 
전기신호의 직류 기록(DC 

recording) 연구.

중국과학원 
시솽반나(西双版纳)

열대식물원

육종, 식량, 제약 산업 
등

중국과학원 
허페이(合肥)물질과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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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Ⅴ-268: 실리콘 신경 미소 전극 장비Ⅴ-269: 공초점 내시경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세포외 신경신호 기록, 
신경 전기 자극

중국과학원 반도체연구소
생체내 즉시 조직 
병리학적 이미징

중국과학원 
쑤저우(苏州)생물의학공

학기술연구소

장비Ⅴ-270: 마이크로 고주파 초음파 변환기 장비Ⅴ-271: 플랫 필드 무채색 현미경 대물렌즈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초음파 
내시경, 광음향 영상, 고주파 

초음파   영상 등

중국과학원 
쑤저우(苏州)

생물의학공학기술연
구소

이광자 현미경 이미징 등 긴 
작업 거리, 광대역 현미경 

이미징 
구조 광조명 현미경, 무작위 
광학 재구성 또는 유도 방출 
로스 현미경, 공초점 현미경  
 등 고해상도 현미경 이미징 

시스템 
샘플의 광시야각과 고해상도 

영상을 고려한 이미징 
시스템. 뇌 과학 영상 등. 
유전자 시퀀싱 시스템 등.

중국과학원 
쑤저우(苏州)생물의학

공학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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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Ⅴ-272: 광 핀셋 현미 조작 시스템 장비Ⅴ-273: 무채색 내부반사 형광 조명기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액상 미세입자의 3차원 
제어 및 pN 힘 측정. 
세포 생물학, 의약학, 

연물질 콜로이드 과학, 물리 
및 재료 과학, 마이크로나노 

가공 등 분야.

중국과학기술대학교, 
상하이중커(上海中珂)
광핀셋과기유한회사

단일분자 형광 이미징, 세포 
형광 이미징, 미약 형광 

신호 검출

중국과학원 
생물물리연구소

장비Ⅴ-274: 온라인 OD 측정기 장비Ⅴ-275: 크립토스포르디움 샘플 전처리 장비

응용분야 연구기관 응용분야 연구기관

세포 배양의 온라인 
모니터링 

발효조 내 세포 농도 측정

중국과학원 
선전(深圳)선진기술연

구원
（광저우(广州)중국과
학원선진기술연구소）

수체 중의 
지아르디아(Giardia) 낭종 및 
와포자충(Cryptosporidium)  

 난낭 검출 분야에 응용

중국과학원 
생태환경연구센터, 
베이징아이루커(北
京埃鲁克)기술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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