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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І. Project Title

Current Status of Stress Diagnostic Kit and Detection Technology

II. Objective and Scope of the Project

The accurate measurement of a stress leve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a stress diagnosis and its measurement could 

be of great value in clinical medicine.  Stress has a potent effect 

on the spirit and physical condition of an individual.  There are 

various methods available for its measurement.  Some of the 

commonly used techniques for the diagnosis of a stress level 

include analysis of the body fluids, questionnaire assessments, 

psychophysiological evaluations and by determining heart rate 

variability (HRV) of subjects.  However, the existing diagnostic 

methods have several defects like, a low sensitivity, inaccuracy 

and long of operation time.  In this report, we present a diagnostic 

technology to detect a stress level which is the origin of various 

diseases.  This method can be of great help in providing an early 

diagnosis through a biosensor and might play a vital role in 

preventing diseases like hypochondria and hypertension.  Majority 

of the human population is exposed to stress in one way or 

another and hence developing a convenient stress diagnosis kit will 

be of great use to all.

III. Proposal for Applications

This stress diagnostic kit and detection technology dose not 

involve simple a mechanical measurement or questionnaires, but is 

based on developing a detection kit with a high sensitivity, which 

will mean an easy use for common man.  Individuals can undergo 

regular check ups and can personally diagnose their present 

situation of health by determining their stress levels, thus enabling 

them to diagnose the early onset of several stress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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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ight help them take precautionary measures and thereby 

lead to a health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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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스트 스 측정 연구 목

    사회의 인간은 매 순간 순간마다 물리  는 심리  자극을 받는다. 

이 자극에 한 두려움, 불안감, 는 긴장감을 유발할 경우를 스트 스라 

한다. 일반인의 경우 일주일  하루이상 극심한 스트 스에 시달리는 인

구가 75%에 달하며 이  1/3이 일주일에 이틀 이상을 극심한 스트 스를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스트 스는 건강상태와 직결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

로 여러 스트 스성 질환을 일으킨다.

    스트 스성 질환으로는 불안증, 우울증 등 심인성 질환과 심 계질환, 

암, 당뇨병 등이 스트 스에 한 후천 인 요인이 50%이상인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일차 진료 의사를 방문하는 환자  70 ～ 90%가 심인성 요인

인 스트 스와 련된 질환을 앓고 있다.

    한국직무스트 스학회가 2001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들의 스

트 스 보유율은 95%로 미국 40%, 일본 61%보다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

왔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국 TUC (Trades Union Congress)가 근로자를 

상으로 건강과 험에 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험요인으로 스트 스와 과로를 1 로 꼽았고, 분야별 작업장에서 받는 

주요 험요인으로 1. 2 를 차지하는 문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스트

스와 과로로 조사 (TUC, 2006)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객 으로 인정되는 스트 스 진단법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는 스트 스에 한 기 연구가 아직 보단계인 

것에 불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양한 스트 스 리법이 시도되고 

있으나 과학 으로 검증된 것은 드믄 형편이다. 

    만약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스트 스를 객 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육체  건강뿐만이 아닌 정신  건강과 그리고 건강식품이나 

신약개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스트 스 측정 방법

  스트 스 측정방법에는 크게 생화학   생리학  측정법과 자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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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나  수 있다.

자기 보고법에는 생활사건 척도, 일상의 골칫거리 척도, 지각된 스트 스 

척도 등으로 스트 스를 측정한다. 

  우리는 생리  측정에 바탕을 두어 질병이나 생체내의 측정에 알맞은 

생리  측정법에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생리  측정법은 스트 스가 반

응이라는 을 제로 생리  지표와 생화학  측정치로 나  수 있는데 

생리  지표로는 압, 심장박동, 피부 지반응, 호흡률을 말할 수 있고 생

화학  측정치로는 cortisol, epinephrine 등을 말할 수 있다(그림 1). 생리

 방법의 장 은 직 이며, 신뢰도가 높고, 쉽게 수량화가 가능한 반면 

기계 이고 기 인 하드웨어와 임상장면 자체가 스트 스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다. 한 신경내분비 측정을 한 액, 소변, 타액 표본을 수집하

기 한 것 자체가 스트 스일 수 있다.

그 림  1. 스트 스 측정방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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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티졸 과다 코티졸 하

   -면역기능 하

   -비만(특히 복부 비만)

   -만성피로

   -우울증  불안증

   -근육  의 약화

   -기억 감퇴

   -수면 부족

   -갑상선 사 이상

   -피로 증상

   -어지럼증

   -우울증

   -식욕 부진

   -면역력 하

3. 스트 스 측정에 쓰이는 물질 

가. MDA (malondialdehyde)

  MDA는 활성산소에 의해 지질이 산화되어 생성되는 지질 사산물(지질

과산화물질)로서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 스 측정에 리 사용되는 

인디 이터이다.

  산화스트 스란 신체내에서 자유라디칼의 형성이 증가하거나 반응성이 

강한 물질의 증가로 우리 몸에 항산화력이 하되면 산화와 항산화간의 균

형이 깨져 세포막에 산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나. Cortisol

  Cortisol이란 스트 스에 반응하여 부신(adrenal)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

드 호르몬으로 스트 스 상황에서 cotisol은 신체가 스트 스에 효과 으로 

처할 수 있도록 비시켜주며 에 지 사, 압  염증 조  등에 여

한다. 

  정상인의 cortisol 수치는 약  6～23 mcg/dl (micrograms per deciliter)이

며 cotisol은 스트 스 호르몬이라 불릴 만큼 모든 스트 스 작용에 여하

고 있으며, 코티졸의 분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표 1.)

   표  1. 코티졸의 양에 따른 증상

다. Catecholamine 

  스트 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 ‘Catecholamine'이라는 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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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을 분비하게 된다. Catecholamine이 분비되면  수축이 일어나고 이

에 따라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 류 속도가 높아지게 되고 말 신경계에 

모든 시스템이 집 된다. 지속 인 스트 스로 인하여 Catecholamone이 분

비되면 신체에 독소가 되어 유해한 향을 미치고. 만성 염 등의 소화기 

질환은 물론,  콜 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상동맥 착 등을 야기해 

심근 경색,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

라. DHEA (Dehydroepiandosterone)

  DHEA는 부신피질에 의해 콜 스테롤에서 생성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다. DHEA지방조직이나 뇌, 성선에서도 생성되며 androstenedione, 

testosterone, estrogen을 형성하는 구물질이며 면역기능과 스트 스 반응

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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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기술개발  시장 황

 제 1  국외 기술개발 황

  WHO에서는 1990년 10월 12일 선진국 조기사망의 70～80%가 스트 스

에서 오는 질환이라고 발표했다. 한 선진국에서는 모든 직장 고용인에 

한 스트 스 리를 사업체에서 의무 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를 한 

스트 스 리자 양성이 요 논제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성인병 등 각

종 질병들이 스트 스가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됨으로써 여러 

나라들이 스트 스를 리  치료법을 개발하고 평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트 스를 측정하는 방법이 생리 인 것뿐만이 아닌 설문지, 뇌 나 심

장박동을 측정하는 기계, 액이나 타액으로 측정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

음에 따라 연구되고 있는 황도 각 분야별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침 속의 스트 스 련 물질을 측

정하는 로토 타입칩, 로토 타입 검출장치, 분비면역형 로블린 A와 코

티졸의 신속분석법 3가지 요소 기술을 개발하 다. 기존의 액 측정자체

가 스트 스를 수반하는 단 을 보안하여 스트 스 측정 물질인 분비형 

로블린 A와 코티졸을 분석하는 기술을 최근 2005년에 개발하 고, 같은 해 

도쿠시마 학 학원의 로쿠탄 가즈히토교수 등은 히타치제작소와 공동으

로 스트 스 정 DNA칩을 개발 에 있다.

한 일본의 연구 은 미생물에서 생체에 스트 스가 가해질 경우 작용하

는 유 자를 발견하는 기법 개발 등 스트 스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미국의 경우 NIMH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와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IS (American Institute of Stress)와 같은 

정부 할의 조직을 만들어 국민의 스트 스를 리하고 있고, 특히 뉴욕 

무역센터 테러 이후 재난에 의한 외상 후 스트 스 장애에 한 연구가 시

하여 NIMH에서 특별 산을 운용하고 있다. 

  NIH에서도 1999년 매년 1.000만불의 산으로 5년 동안 다섯 곳의

Mind-Body Research Center를 지원하 고 스트 스성 질환의 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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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에 한 연구를 국가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여 국가 기 이 주도 인 

역할을 하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스트 스 측정 련 상품으로 stress 

card, mood card, stress thermometer, biodot, stress squarer, stress point 

등(그림 2)의 상품들이 출시되어 있다.

그 림  2.  미국에서 출시되고 있는 biodot, stress card, stress thermometer

  한 미국의 APEX사에서는 간단한 활성산소 검사법으로 체내의 산화스

트 스 측정물질인 MDA(Malondialdehyde) 사물의 농도를 측정하는 세계

인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그림 3).

그 림  3 . 미국의 APEX사에서 세계 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체내        

MDA (malondialdehyde) 사물을 농도로 측정

  국의 경우 옥스퍼드 학의 과학자들은 새로운 액검사를 통해서 스

트 스 정도를 측정하 다. 이 새로운 테스트는 면역체계의 변화를 보는 

것으로 단 한 방울의 액에 박테리아를 모방하는 화학물을 가지고 테스트

하는 방법이다. 이 박테리아처럼 활동하는 화학물은 험을 감지하는 백

구를 자극하고 이 반응의 정도로 스트 스의 정도를 악하는 연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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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기도 하 다.

  (독)산업기술종합연구소 Human Stress Signal 연구센터에서도 2003년부

터 스트 스 과학의 발 , 이와 련된 기술의 개발, 련 산업의 창업에 

맞게 스트 스 마커의 동정이나 스트 스의 정도를 계측․평가하는 방안의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캐나다는 정부차원에서 스트 스․불안에 한 연구자 을 제공하고 있

는데, 연방정부 기 인 CIHR (Canadian Institute of Health Research)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주정부에서도 필요에 따라 연구자 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자  제공은 기 연구, 임상연구, 기 -임상연구  기자재 구입으로 

구분하여 제공되고 있는데 한 연구자에 120만불을 제공할 만큼 규모가 크

다.

  일본에서 개발된 코코로메타(COCORO METER)(그림 4)는 스트 스를 

받으면 체내의 반응으로 타액(침)내의 아 라제 활성이 높아지는 원리로 

하고 있다. 

그 림  4. 일본에서 인기몰이를 했던 스트 스측정기 코코로메타

제 2  국외 시장의 황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으로도 스트 스로 인한 질병의 연구는 이루

어지고 있으나 스트 스를 측정하는 진단에 한 연구는 아직 보단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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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트 스 진단, 리  치료법 개발은 그 용 상이 일반이며, 모든 

질병의 근원이고, 정신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실하다.

  스트 스는 모든 질병의 근원인 만큼 련된 질병을 측정할 수 있는 분

야로 진단 키트, 심 계질환과 뇌 과학은 스트 스와 한 계를 맺

고 있고, 한 바이오 센서분야를 발 시킬 수 있다.

1. 심 계 질환

  심  약물, 진단법, 의료기기의 체 시장은 향후 5년간 약 10% 성장

이 상되고 있다. BCC리서치(BCC Research)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심장  진단, 약물 의료기기 시장은 올해 1198억 달러에서 2012년 1924

억달러 규모에 이를 망이다. 이  심 계 약물 시장이 가장 크며 

2007년 824억달러에서 2012년 1216억달러로 연평균 8.1%성장이 상된다. 

심 기기 시장은 2007년 255억 달러에서 2012년 494억달러로 연간 14.1%

의 고성장이 상되고 있다.

  심장  진단 시장은 심  질환의 높은 사망률로 인해 진단산업에서 

가장 큰 분야  하나이다. 심장질환은 사망, 유병률에서 선두이다. 개발도

상국에서, 선진국에서 심  진단, 치료제 , 의료기기의 수요는 지속 으

로 증가할 망이다(표 2).

표  2. 세계 심장 진단 시장  

                            [단  : 십억달러]

시장분야/연

도
2005 2006 2007 2012

연간성장률

2012

진단 9 11.1 11.9 21.4 12.5

약물 73.9 76.9 82.4 121.6 8.1

의료기기 19.6 23 25.5 49.4 14.1

전체 102.5 111 119.8 192.4 9.9
  

 (출처 : BCC Research)

2. 뇌․신경 질환 

  지난 50년간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화 련 뇌질환  신경질환이 늘고 

있으면 세계 인구 5명  1명 이상이 스트 스와 우울증으로 고통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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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뇌․신경 질환은 스트 스로 인한 우울증, 알츠하이머병, 편두통 등

을 야기시킨다.

  뇌․신경 질환 련 의약품 세계시장은 2005년 923억 달러 규모를 형성

하 으며 2004년과 2005년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는 분야는 항우울제  

안정제로 200억 달러 시장 규모를 보 다. 2001년～2005년 사이 가장 증가

율이 높은 시장은 알츠하이머병에 한 시장으로 34.5%의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하 다(표 3).

  2010년 뇌․신경 질환질환 련 의약품 세계 시장은 1,000억 달러를 넘

어설 정망이며 항우울제  안정제 시장은 2010년에는 정신분열증, 통증 

련시장에 이어 3번째 규모의 시장을 보일 것으로 측된다. 

알츠하이머와 정신분열증 련 의약품 시장이 각각 연평균성장률 15.8%와 

8.2%로 비교  빠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측된다(표 4).

  재까지 주요 뇌․신경 질환으로 구분되지 못한 기타 질환에 한 시장 

성장이 비교  큰 것으로 보아 기타 질환에 한 의약품 개발이 활발할 것

으로 기 된다.

표  3 . 뇌․신경질환별 세계 시장 황(2004~2005)

  

 (출처 : Business Insights, “CNS Disorders - Current market landscape &     
  dynamics” (2007.4)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3. 바이오센서

  세계 인 바이오센서의 총 시장규모는 2002년 65.7억 달러 규모 으며, 이 

규모는 연평균 11.6%성장으로 2004년에는 약 82억 달러 정도이다.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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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뇌․신경질환별 세계 시장 망(～2010년)     

 (출처 : Business Insights, “The CNS Market Outlook to 2010 - Healthcare”  
        (2005.10)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의료용 바이오센서는 2002년에 약 57.6억 달러의 규모로 체 시장의 약 

87.7%의 유율을 차지하 으며, 2004년에는 약 69억 달러를 유지하 다(표 

5). 특히 의료용은 진료, 환자 직  감시 그리고 약품투여 시스템 등에 있어

서 자유로운 이동과 즉각 인 감지가 가능하여 험도가 높은 약품의 사용을 

편리하게 해 다.

 표  5 . 바이오센서의 세계 시장규모                    

 [단  : 백만달러]

구분 2002 2003 2004
CAGR

(2002~2004)

의료용 5,579,8 6,428,1 6,898,5 9.4%

제약 연구용 480,4 521,2 576,9 9.6%

군사용 160,7 190,2 505,5 77.4%

식품용 112,2 126,7 142,4 12.7%

환경용 57,1 61,5 65,9 7.4%

합계 6,570,3 7,327,8 8,189,2 11.6%

 (출처 : Fuji-Keizai USA inc, 2004)

표에서 보듯이 제약 연구용 바이오센서의 경우 의료용 바이오센서와 비슷

한 수 의 성장률(9.6%)을 나타내며, 2002년에 4억 8,000만 달러의 시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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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2004년에는 약5억 7,7000만 달러이다.

  바이오센서의 세계 시장 유율은 미국 37%, 유럽 42%, 일본 11%로 세

계시장의 90%이상을 유하고 있다.

제 3   국외 련기업 황

  미국 직장인들의 스트 스로 인해 소모되는 건강 리  스트 스 해소 

배용과 작업손실 비용이 매년 3천억 달러(한화 약 345조원)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CONSCIOUS LIVING FOUNDATION은 스트 스 측정 련 상

품으로 stress card, mood card, stress thermometer, biodot, stress 

squarer, stress point 뿐만이 아닌 스트 스 해소방법을 제시하거나 음악. 

명상을 통한 교육을 실행한다.

  산화스트 스에 한 연구방법이나 키트는 가장 활성화 되어있는 연구분

야로 산화스트 스로 인한 생성물이나 이에 여하는 생체내의 물질을 

Taget으로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종류는 다양하며 이에 한 kit를 제조

하는 기업 몇몇 존재하고 있다. ALEXIS BIOMEDICAL, 

VINCI-BIOCHEM, APPLIED BIOANALYTICAL LAB, COSMO BIO, 

MILLIPORE, EMD, NORTHWEST SCIENCE 등의 업체들이 산화스트

스에 한 연구  키트를 생산하고 있다.

제 4  국내 기술개발 황

  외국의 경우 부분이 국내 연구활동이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나 표

인 정부지원사업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과 보건의료기

술연구기획평가단(HPEB)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과학기술부 

한국화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추진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 한국과

학재단(KOSEP)의 우수연구집단 육성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스트 스

를 주제로 하는 사업이 아직 선정된바 없다.

  2007년 8월 노동부는 직원 스트 스 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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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 스검사 (설문지, HRV) → 결과보고 →

 스트 스 방교육 → 스트 스 리 로그램 → 개별상담

업을 해 ‘근로자 심리 상담 지원 로그램’ (EAP : Employee Assistance 

programs)를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정이라고 밝혔으며 직장내의 스

트 스를 상담하고 치료해 다는 발표를 하 다. 한 산업체가 주 하는 

연구 사업에도 아직은 스트 스를 주제로 하는 연구 사업은 없다. LG경제

연구소에 의하면 직장인 스트 스 정도가 미국이 40%, 일본 61%, 한국 

95%로 가장 높게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에 비추어본 결과 우리나라는 스

트 스에 해 뚜렷한 해결 방법이나 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우리나라에서 스트 스를 심 주제로 하는 연구 집단으로 한국직무

스트 스 학회와 한스트 스학회가 있는데, 아시아 심신의학회의 구성학

회인 한스트 스학회는 1993년 창립되어 재 2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

고 있다. 의학, 한의학, 심리학. 간호학,  치의학 문가로 구성되어 정기

인 학술 회, 학회지발간, 도서편찬  활발한 학문  교류를 하고 있으

나 스트 스 분야에 한 인식부족으로 연구재원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스트 스 클리닉을 운 하는 병원으로 표 으로 인제 학교에서 서울, 

부산, 일산 등의 백병원에서 스트 스 클리닉을 운 하고 있다.

표  6 . 인제 학교 스트 스 클리닉에서 실행되는 과정 로세스

한, 인제 학교 스트 스 클리닉 연구소에서는 기업을 학으로 직장인 

지원 EAP유형 스트 스 리 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 2006년 메타보랩(주)은 스트 스  노화에 따라 증가하는 말론디

알데히드(MDA : malonialdehyde)양을 측정하는 말론책(Maloncheck)을 국

내 등록하 다. 기존의 방법으로 TRARS (Thiobaraituric Acid Reactant 

Substrate)와 HPLC가 있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단 이 있었다. 

  LAXTHA와 (주)아이엠바이오 등은 자율신경계를 측정, 분석으로 스트

스를 과학  검사로 실행하고 있으며, 라이 메디텍은 심박동의 미세한 변

화를 형 분석하여 자율 신경계의 활동을 정량 으로 분석함으로써 반응

을 가시화하고 재의 건강 상태  정신 생리학 인 안  상태를 확인하

는 장비를 통해 스트 스를 측정하며 이밖에도 MERIDIAN, 메디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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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메디텍 등이 스트 스 진단기를 통하여 측정하고 있다.

  자율신경계를 측정하는 즉, 심박변이도(HRV : Heart rate variability)분

석장치를 사용하는데 자율신경계 기능 상태와 일치하는 심장박동의 변화도

를 측정하는 원리이다(그림 5).

그 림  5 .  재 이용되고 있는 HRV (Heart rate variability)모델

  서울 학교병원, 삼성 서울병원, 북 학교병원은 스트 스 련 질환의 

치료를 해 바이오피드백 클리닉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그 밖의 다

른 병원에서도 바이오피드백 요법을 시행하는 곳이 차 늘어나고 있는 실

정이다.

  이러한 방법과는 달리 MEDITAME은 체내 활성산소를 측정하여 생리

인 스트 스를 측정하고(그림 6), 한국칼캠(주)의 SHA (Saliva Hormone 

Assay)는 타액 호르몬  스트 스 호르몬인 DHEA와 cortisol을 이용하여 

스트 스 측정을 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 경기지역의 약 60개의 병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스트 스진단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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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6 . MEDITIME에서 매하고 있는 체내활성산소 측정기

제 5   국내 시장 황

  재 우리나라의 일반인을 상으로 한 스트 스 진단 황은 아주 미비

한 상태이다.

직장인 스트 스 측정이나 직업 환경에 따른 스트 스 측정의 설문지형태

로 보고되어지고 있지만 정확한 신체의 질병이나 생리 인 방법을 통한 스

트 스측정치는 보고되어지고 있지 않다.

자세한 통계 인 자료는 보고되어 있지 않으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체의 

산화스트 스정도를 측정하는 키트와 몇몇의 업체들이 있다.

1. 진단키트 국내시장 동향

  업계에 따르면 2004년 국내 진단키트 시장 규모는 약 1,300～2,0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  후반 이후 국내 진단키

트 련 출원이 증하여, 2001～2003년 기간에 68%의 특허가 출원될 정도

로 붐을 이루고 있다. 

  진단키트 제품 역시 차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을 기 으로 폭발 으

로 증가하여 재에는 40,000여개 제품이 식약청에 등록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수입제품이 약 7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신생 바이오업

체들의 진출로 인해서 많은 진단 키트들이 국산화되고 있어서 시장의 진입

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림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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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7 . 진단키트 수입비    

(출처 : N사내부자료)

 그 림  8 . 수입진단키트 그룹별 비  

(출처 : N사내부자료)

국내에서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있는 주요 업체들의 매출액  비 을

나타낸 것이다(표 7).

최근에는 에스디가 비약 으로 발 하고 기존업체들의 매출이 조하여 시

장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그림 8).

  진단키트 세계시장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일본 등도 높은 성장세가 지

속하고 있고, 국내도 자 력은 약하지만 특정부분에 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 바이오텍 업체들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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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  국내 진단키트 상  10개 업체 매출액      

 (출처 : N사내부자료)

그 림  9 . 국내 진단키트 업체별 시장 유율          

 (출처 : N사내부자료)

 그러나 국내의 경우, 수입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기존 제약업체들 

한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서 시장 변화에 해 의주시가 필요하다.

2. 바이오센서 국내동향

  우리나라 바이오센서 시장은 (주)올메디쿠스, (주)인포피아 (주)아이센스, 

바이오포커스 등 몇 군데의 벤처 기업에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태로 

최근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 재 국내 바이오센서 시업들이 주로 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90%이상이 의료용 바이오센서로 아직 식품분석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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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 그 밖에 다른 분야의 바이오센서에 한 심정도가 상 으로 낮

은 상태이다. 

  한편, 국내 바이오센서의 시장규모는 2001년에 약 50억 원, 2003년에는 

약 100억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8).

    

 표  8 . 바이오센서의 국내 시장규모  망               

(단  : 억 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7 2010

액 50 70 100 190 300 500 700   

 (출처 : 바이오센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2

바이오센서기술동향 ,보건산업기술동향 2002)

향후, 망을 보면 국내의 경우 바이오센서가 국산화되어있으나, 아직 외국 

제품 의존성이 높은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당 바이오센서 제품 외에는 

시장이 매우 미비하나, 건강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당 바이

오센서뿐만 아니라 젖산, 콜 스테롤 등 다양한 바이오센서 련 수요가 

커질 것으로 망된다. 국내 시장 성장률이 향후 세계 시장의 연평균 성장

률(CAGR 10.4%)과 비슷하다고 할 때 2010년에 약 700억 원 정도가 될 것

으로 상된다. 이러한 상은 세계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로부터 추정한 

것으로 국내 시장이 아직 기 단계에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리고 국내 

나노 기술 연구 등의 활성화에 따른 연구용 바이오센서의 수용 증가를 고

려할 때 국내 시장 성장률은 세계 시장 성장률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상 된다.



- 18 -

제 3 장 결 론

제 1  기여도

1. 과학기술  기여도 

  최근 삶의 질이 향상함에 따라 물질 인 편의함 못지않게 정신 인 안정

이나 건강을 추구하고 있다. 한 암, 심근경색, 당뇨병 등 성인병이 늘어

남에 따라 모든 병의 근원인 스트 스가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

회는 스트 스의 해소방법에만 치우쳐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 신체 인 건

강은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트 스 진단  키트개발은 기존의 부정확한 스트 스 측정법 보다는 

더욱더 간편하고 정확하며 일상생활에 목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 스 진단  키트 개발은 여러 성인병의 방

뿐만 아니라 스트 스 련 기  연구 성과인 21세기 화두가 되는 뇌 과학 

발 에 이바지 하며 각종 응용을 가능  할 수 있다.

  기존의 설문지나 단순한 기계 인 측정, 한 부정확한 방법을 한층 더 

발 시키고 국민 모두가 손쉽고 간편하게 측정하게 되면 스트 스로 인한 

질병의 발 을 미리 방함으로 국민보건 증진과 함께 국가 과학기술 경쟁

력을 제고 하고 생명과학  의학에 활용할 수 있다.

2. 사회  기여도 

  직업성 스트 스가 세계 으로나 사회 인 화제로 두되고 있는 사회에 

사회에서 높은 삶의 질을 하여 질병의 조기진단  치료에 한 연

구는 격히 증가될 것으로 상된다. 한 건강상의 이득은 물론, 직업성 

스트 스를 임으로써 경제  이득을 창출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과학 이

고 객 인 리법을 개발하므로 비과학 인 리로 손실되었던 경제, 사

회  손실을 방함과 동시에 경제  이득을 창출함을 기 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재 국내의 치료 심 의료한계를 극복하여 실제로 국민

의 매일 매일의 삶에 행복을 더 할 수 있게 됨으로 웰빙 시 의 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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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타 사업에의 기여도

  재 우리나라의 상태에서 스트 스에 한 학제간 연구를 통해 스트 스 

진단, 리  치료법을 개발하여 BT를 토 로 하는 고부가가치산업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존 스트 스 진단, 리  치료법을 과학 으로 평가하

여 비과학  부문에 투자되었던 경제사회  손실을 방하여 과학 선진사회

로의 기틀을 마련한다. 이러한 연구는 스트 스의 본질을 밝  스트 스로 

인한 각종 질병 발생  악화를 방하여 의료비 감  의료수 을 향상

을 기 할 수 있다.

제 2  활용도

1. 스트 스로 인한 질병인 뇌․심 질환, 암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여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제 개발

2. 신약 후보물질을 량으로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는 HTS (High       

Throughput Screening) 시스템 개발

3. 외산 완제품으로 수입되고 있는 생명과학용  생물산업용 방사성      

시약의 수입 체화  국가 원자력산업 활성화

4. IT‧BT‧NT 등과의 융합으로 첨단 복합기술 바이오센서의 국가경쟁     

력확보 가능

5. 진단시약  바이오센서 개발을 통한 국민 건강  복지 향상에 기     

여함

6. 사망률 1. 2 를 차지하는 암과 심 계질환 등의 인체 질병의 조기     

진단․치료나 원인 규명에 효율 으로 활용될 기술 확립

7. 새로운 의약품이나 생리활성 물질의 성공 인 발굴에 효율 으로 활     

용될 기술 확립

8. 유 자, 단백질, 세포 등의 생물정보 분석  이용기술에 있어서 핵     

심 인 역할을 수행할 기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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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결론

  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국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목표 달성을 

하여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 스에 을 맞추는 것이 

요하다. 스트 스는 사망원인을 부르는 각종 심 계질환, 암, 당뇨병 

등의 성인병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생산성 하 등 경제사회에 미치는 

향도 심각하다. 특히 최근에는 직업성 스트 스 질환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1세기에 선진 각국에서 스트 스가 제일 요한 건강  복지문제

로 두되고 있다. 

  객 으로 인정되는 스트 스 진단법이야 말고 인이 원하는 육체

, 정신 인 웰빙 시 를 이루는 거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스트 스 진

단  키트의 개발과 이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여러 연구 결과들은 노화와 

건강 추구에 구체 으로 기여함으로써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의 주변에서 스트 스 진단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생활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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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의 주변에서 스트레스 진단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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