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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응용 분야
• 말기신부전 환자 혈액 투석
• 카테터

기술 개요
▪ 일반적으로 도관(카테터)는 체내 특정부위에 삽입되는 시술도구로 혈관내 도관의 삽

입에 대한 성공여부를 시술자의 주관적 저항감(인장력)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시술
자에 따른 편차가 크고 혈관 내 도관 선단부에 대한 위치 불량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쉽지 않음
▪ 본 발명은 혈액 투석을 위한 혈관내 도관 삽입 시 도관으로부터 장치에 전달되는 인
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도관이 혈관 내 최적의 지점에 위치될 수 있도록 하는
혈관 내 도관기능 평가장치임
▪ 도관의 선단부가 혈관 내 적절한 위치에 고정되는 효과를 통해 도관의 재삽입에 따른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혈액투석 효율의 저하 방지를 통한 말기신부전 환자
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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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현황

기술 주요 DATA

[도관기능 평가기구 시제품]

•

모든 처리 기능을 내장한 도관기능 평가기구를 제작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적정
성을 측정함으로써 적정성 표시여부를 확인하였고, 실린지와 결합시켜 인장력을
정량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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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시장
➢ 혈액투석 분야 시장규모

[미국 만성 신부전 치료 소요비용]

• Global Information에 따르면, 세계 혈액투석 시장은 말기신부전(ESRD) 환자 증가로
인해 2014~2019년에 4.73%의 CAGR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예측함
• 국내에서도 혈액투석액 시장은 연평균 7% 성장하고 있으며 혈액투석 환자수도 꾸준
히 증가하고 있으나 혈액투석과 혈액여과 방식의 장점을 모두 살린 혈액여과투석
(hemodiafilation, HDF)의 경우 급여 불인정 문제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 우리나라 투석 환자는 2015년 기준 약 7만명이고 투석 환자 1인간 의료비는 혈액투
석 약 4000만원, 복막투석 약 3000만원으로 고혈압 환자 1인당 의료비의 약 70배 수
준이며 투석환자 중 약 89%가 혈액투석을 선택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박스터 인터내셔널에서 새로운 투석기인 테라노바를 개발하였는데 테라
노바는 사람의 신장과 가장 유사한 여과기능을 가지며 모든 혈액투석 장치에 적용 가
능함
• 국내 혈액투석 시장에서는 녹십자엠에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녹십자엠에스는
국내 혈액투석액의 약 40%를 생산하여 제약회사에 공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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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망

사업화 접목
접목 기대효과
기대효과
사업화

• 혈액투석 시장은 노령층 증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지출 증대, 신부전증 증가, 처방
약제 사용 부작용 등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으로 시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
며 현재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수술 외 대체할 수 있는 치료가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
밖에 없기 때문에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신부전 환자가 신장이식 전 투석기간이 짧을 경우 생존율이 높고 거부반응도 낮은 것
으로 조사되어 신장이식 전 혈액투석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
기 때문에 본 기술이 상용화되는 경우 시장진입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국내에서도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혈액투석 센터를 개소하고 있으며 혈액투석 환자들
에 대한 정액수가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업화 가능성은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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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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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document is prepared by the data from the published references.
▪ Accordingly, if you need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technology,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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