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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국내·외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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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전통적인 신약개발
	전통적인 신약개발은 평균 약 15년이 소요되며, 약 5000~1만여개 중 1개만이 최종 신약개발에
성공함.
- Drug Discovery : 5,000~1만여개 신약 후보물질 가운데 전임상시험에 들어가는 물질 10~250개를 선정하는데
평균 5년이 소요됨.
- Drug Development : 전 임상시험 과정을 통해 임상시험에 들어갈 물질을 약 10개 정도로 추리는데 추가로 약
2년이 걸리며, 의미 있는 물질 1개를 발견하고자 1상·2상·3상 시험을 거치는데 약 6년이 걸림.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신약 판매 허가를 받는데 평균 약 2년이 소요됨.

	미국의 경우 신약개발에 14~16년이 걸리고 2-3조원의 개발비용이 소모됨.
- 미국 제약사들은 지난 15년간 신약 개발에 약 520조원을 투입.
* 이는 항공산업의 5배, 컴퓨터산업의 2.5배에 이르는 수준.

- 글로벌 제약업계의 신약개발 투자 규모는 2015년 $1,498억에서 연평균 2.8%씩 증가해 2022년에는
$1,820억에 이를 전망이나, 투자대비 신약개발 생산성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신약개발에 쏟아붓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제약산업계의 연구개발
투자 대비 정부 지원은 8%대로 미국(37%), 일본(1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임.

신약개발 단계별 AI·빅데이터 활용 방안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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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생산

탐색비용과다

시행착오발생

환자군 구성 난해

사후 추적 곤란

연구데이터 학습 →
최적물질 제시

연구데이터 학습 →
실험결과 예측

의료데이터 학습 →
최적환자군 제지

의료데이터 학습 →
추적 자동화

자료: 과기정통부 자료 재디자인

[그림 1] 신약개발 단계별 AI·빅데이터 활용 방안

■ 인공지능 신약개발의 필요성
	신약개발관련 사전지식 데이터베이스 통합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를 인공지능에 활용하면 빠른
신약개발 방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신약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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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물질 도출 단계 : 제약사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연구개발 시 신약개발 대상 질병을 정하고 관련 논문
400~500개를 필터링하여 후보물질을 탐색해야 하지만, 인공지능은 한번에 100만 건 이상의 논문 탐색과
1010개의 화학물 탐색 가능해 연구자 수십 명이 1~5년간 해야 할 일을 하루 만에 진행할 수 있음.
- 임상시험 단계 : 인공지능이 화합물 구조의 정보와 생체 내 단백질의 결합능력을 계산하여 신약 후보 물질들을
먼저 제시할 수 있으며, 병원 진료 기록을 토대로 연구하고 있는 질병과 관련성이 높은 임상 대상 환자군을 찾을 수
있음. 또한, 유전체 변이와 약물의 상호작용을 예측해 임상 실험 디자인 설계 및 맞춤형 약물의 개발 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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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통적인 신약개발과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간 비교

Ⅱ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배경

■ 신약개발의 도전
	신약개발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on) 이 현격히 감소함.
- 전통적 연구로 개발된 신약의 90%가 전임상(동물대상)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인간 대상 임상실험에서는 약물의
반응이 없거나 독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새로 승인받은 신약들의 75%가 신약 설계 및 임상 대상자 확보, 임상 비용 등의 개발 단계에서의 시행착오에 의해
연구비 대비 개발비를 충당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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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orbes, World’s Top 20 AI Drug Development Companies, 2018, 12, 16

[그림 3] 신약개발의 총요소생산성 그래프: 생산성 분석지표, 투입인력 대비 산출규모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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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개발 전주기 중 다양한 빅데이터 발생함.
- 신약 탐색에는 수많은 문헌과 보고서, 논문, 생물학 정보 빅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해야 하며, 데이터가 규모면에서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전 일임. 디지털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며,
2020년에는 73일마다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Densen P, 2011).
-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공지능의 도입이 가장 활발하며, 2016년 7억5,000만 달러 규모의
헬스케어 인공지능 산업 가치가 2024년까지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Healthcar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to amass huge share via drug delivery applications over 2017-2024, China to
majorly drive the regional landscape, Global Market Insights(2017.05.17.)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은 정보탐색, 약물 설계 단계부터 약 시판 후 사후추적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특히 전문가의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개발을 가속화시켜 초기 약물 후보군 발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들을
줄일 수 있음.

- 인공지능의 기술적 진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신약개발 단계에서 시행착오와 개발비
비효율성을 줄임.
* 예를 들면, 기계학습의 주류가 되고 있는 deep learning에 있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는 ‘학습을 위한 학습데이터 부족
및 한정된 데이터의 형식’ 등으로 인해 신약개발에서 인공지능 적용이 어렵게 여겨졌었음.
* ‘전이 학습 등의 새로운 알고리즘의 등장, 3차원 구조나 그래프 구조의 적용, 비구조화 데이터를 구조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등’ 다양한 해결 수단이 나오면서 인공지능 신약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음.

-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등 30개 이상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인공지능 신기술에 대하여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얀센의 경우 BenevolentAI社 와 인공지능으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이 임상2상에 진입한
상태라고 알려짐

116 drugs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 Drug discovery
Pipeline

43 Pharma Compani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Drug
Discovery

203 Startup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Drug Discovery

https://blog.benchsci.com/drugs-in-

https://blog.benchsci.com/pharma-

https://blog.benchsci.com/startups-

the-artificial-intelligence-in-drug-

companies-using-artificial-intelligence-

using-artificial-intelligence-in-drug-

discovery-pipeline

in-drug-discovery

discovery

자료: BenchSci Blog. 2020. 2. 13

[그림 4]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장 동향

■ 인공지능 신약개발로의 전환
	Recursion Pharmaceuticals社의 경우 2013년도에 설립되어 5년만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뇌
해면상 혈관기형 치료물질의 임상1상 IND의 FDA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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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실리코메디슨(https://insilico.com)은 인공지능기반 벤처회사와 중국의 WuXi AppTec이 발표한
논문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Deep Generative Model기반의 GENTRL)을 개발함.
- 섬유증 및 기타 질환치료제로 적용이 가능한 DDR1 kinase target에 대한 저해제 후보 약물들을 개발.
- DDR1과 기존에 알려진 저분자 화합물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하여 새로운 화합물을 도출하고, 실제 합성 연구를
수행하여 in vitro, in vivo 효능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활성의 새로운 타깃물질 발굴에 21일, 합성과 검증에 25일
소요하여, 총 46일만에 신약 후보물질 발굴까지 진행하였음. 이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4~5년 소요됨.
-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경우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연구 방법에 비해 연구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있는 사례임.

46 days
21 days

Mouse
Pharmakinetics
PK assays
Metabolic
stability

nature

biotechnology
paper accepted

Fibrosis
Selectivity

Good PK
Properties
Confirmed

자료: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57572&REFERER=NP

[그림 5] 인실리코메디슨 생성모델 기반 신약개발 인공지능 시스템

	Exscientia(https://www.exscientia.ai)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을 통해 신약
후보물질이 임상 1상 시험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올 초에 발표함.
- 데이터량이나 종류에 따른 인공지능 분석 파이프라인들을 제안하여 약물재창출 또는 선도물질 디자인이 가능한
파이프라인 구축하고,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강박장애(OCD) 치료제 개발을 위해 Exscientia와 일본의
Sumitomo사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DSP-1181이라는 임상 후보물질을 1년여 만에 도출함.
- 통상적으로 임상에 들어가는 후보물질을 개발 시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4~5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연구 성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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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yoonsupchoi.com/2020/02/02/ai-drug-development/

[그림 6] Exscientia의 인공지능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구글을 모회사로 둔 23andMe는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하는 업체로 유전자 분석 키트 구매 소비자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기계학습을 통해 신약개발이 가능한 항체를 개발함.
- 23andMe는 개인유전정보와 사용자 라이프사이클 정보들을 통합한 1,000만명의 유전체 데이터를 확보함.
-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약사와 데이터 공유 사업을 진행하여 2018년에는 다국적 제약사 GlaxoSmithKine(GSK)에게
향후 4년간 자사의 특정 유전정보 DB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을 주고 $300M을 투자 받았음.
- 자사 보유한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IL-36 염증성 사이토카인 패밀리 중 3가지 동형단백질을 모두 저해해
피부질환을 포함한 염증성질환 치료제 개발 기술을 전문기업 알미랄(Almirall)에 이전을 하였으며, 전임상 단계
항체 개발 및 상용화할 수 있는 권리 획득함.
- 개인유전체 및 라이프사이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임상 데이터나 라이프 사이클 데이터
등과 같이 개인 의료 정보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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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ind my family magazine

[그림 7] 23andMe의 유전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신약개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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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베네볼런트 AI社가 인공지능을 통해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일라이 릴리(Ely Lilly)의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제 ‘올루미언트(Olumiant, baricitinib)’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측함.
- 최근 시판 중인 항바이러스제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를
예측한 결과를 발표함.
- 올루미언트의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치료 용량으로도 충분히 AAK1 및 GAK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초기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음.
-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측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지는 실제 실험과 진행되는 임상을 통해
비교해봐야 할 것임.
- 코로나19에 대한 효과 여부보다, 초를 다투는 긴박한 공중보건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역량을 발휘하여 환자
치료에 신속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❷

sars-cov-2

Adapter Protein

❶

❸

stimulates

ACE2

ACE2

aak1
inhibits

stimulates

GAK
Baricitinib

inhibits

자료: Lancet Infect Dis 2020; published online Feb 27.

[그림 8] 클라트린-매개 내포작용(endocytosis)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과정

Ⅲ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방법

■ 인공지능 신약개발 전주기별 예상 결과물
	신약 개발 주기별 적용되는 인공지능 모델과 이의 결과물들이 다르며, 신약개발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서는 신약개발 주기별 적절한 인공지능 신약개발 모델을 적용해야 하며, 아래 표는 이에 대한 자료임.

<표 1> 인공지능 모델 별 결과물
구분

활용 모델
Gene Target Discovery (유전자 타겟 발견)

후보물질주기
Drugs Design (약물 디자인)

제공받고자 하는 예상 결과물
· 타겟 순위
· 적응증 후보
· 정량적 예측값 동반한 후보 화합물 물질구조
·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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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활용 모델
Novel Drug Candidate Generation

후보물질주기

(새로운 신약 후보 창출)
Drug Candidate Validation
(신약 후보 물질 검증)
Design of Preclinical Trials
(전임상 실험 설계)

전임상주기

· 우선 순위 포함한 신약 후보
· 신약 후보 물질의 효능 및 부작용 예측 결과
· In vitro/in vivo 실험 결과 객관적 분석 결과
· 임상 프로코톨
· 실험 material 선별 및 예측 결과

Toxicity Prediction (독성 예측)

· 독성 예측값

Preclinical Trials (전임상 실험)

· 실험 material 선별 및 예측 결과

Understanding the Mechanism of Disease
(질병 기전 이해)
Drug Repurposing/Indication Expansion
범주기

제공받고자 하는 예상 결과물

(기존 약물을 다른 질환에 이용/적응증 확대)
Information collection and integration
(정보 수집 및 종합화)
Go/No-Go Decision Making
(개발진행/중단 의사결정지원)

· 근거 기반 기전 제시
·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 프로토콜 및 예측 결과
· 관련 논문, 특허 문헌 분석 결과
· 수치 포함한 판단 결과

자료: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프로젝트 보고서. 성균관대학교, 2018년

■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후보물질 탐색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정제가 필요함 .
- 인공지능은 학습을 위해 빅데이터가 필요함. 공개된 또는 비공개 대량의 약물 관련 데이터베이스 혹은 사전
지식기반의 데이터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 필요함.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는 화합물의 구조와 특징 정보가 필요하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합하여 인공지능모델 학습 시 신약개발 시나리오에 따른 데이터 정제가 필요함.
- 화합물 중에 Drug likeness하거나 Bio Activate한 약물정보(chemical space)를 활용하여 합성 및 감수성이
높은 데이터를 기반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해야 함.

자료: MoleculeNet, http://moleculenet.ai/

[그림 9] 인공지능에 적용가능한 데이터 포맷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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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적용할 적절한 deep learning 기법을 선택함.
- 데이터의 형태나 종류에 따라 Deep learning 기법 중 적절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함.
* 표 1에서 신약개발 주기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많은 곳에서 생성모델을 기반으로 신약개발하고 있음.
본 브리프에서는 생성 모델 기반의 De Novo를 중심으로 설명함.

- 학습 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private data)의 종류나 신약 개발을 위한 분석
디자인에 따라 적절한 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선택함.
- 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최적화하여 선도 물질을 생성함.

자료: Sanchez-Lengeling, Benjamin, and Alan Aspuru-Guzik, “Inverse molecular design using machine learning:
Generative models for matter engineering.” Science 361.6400 (2018): 360-365

[그림 10] 생성모델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의 종류

	생성 모델을 통해 만들어진 선도 물질들 중에 상대적으로 약물 합성 가능성이 높은 화합물을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함.
- 기존의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는 Ligand Based method(LB, QSAR) 와 Structure based method(SB,
Virtual screening) 방법을 적용하며, SB 분석이 가능한 툴 중에는 VINAautodock이나 슈뢰딩거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선도 물질의 화학 구조 정보와 타겟 단백질 구조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Virtual Screening을 수행하여 선도물질 평가함.
- 경우에 따라 ADME 나 Toxictity 예측을 통해, Selectivity 외에도 Drug likeness, 특허 검색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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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제
및 필터링
테이터베이스

인공지능

•Macrocycles
•Atom types
•Medicinal chemistry
filters (MCFs)
•pan assay interference
compounds (PAINS)
filters

평가

결과 평가

•Molecular weight (MW):
•LogP
•Synthetics Accessibility
Score (SA)
•Quantitative Estimation of
Drug-likeness (QED)
•Natural Product-likeness
Score (NP)

•Image data based
method
•sequence data based
method

•ip assessment
•Biological
evaluation

[그림 11]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후보물질 탐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Database

AI

Prioritization

Synthesis/Evaluation

· 제약사 요구 사항에 따른
내용 조사

· Drug-likeness
properties 값을 기준으로
필터

· 선별 구조에 대한 합성법
확립

· 관려 개발 동향 조사

· 실험 목적에 따른 인공지능
알고리즘 구현 및 데이터
정제 진행

· 학습데이터 선정

· AI 학습

· 물질 유사도 검토

· in vitro 물질 평가

· 딥러닝 튜닝

· 특허 신규성 검토

· in vivo 물질 효력 및 독성
평가

· In silico docking study
진행

· 물질 합성

· 약리기전 연구

[그림 12] 인공지능 신약후보물질 개발을 위한 프로토콜

■ 신약 임상 개발 및 사용 단계에서의 인공지능
	최근에는 신약 탐색뿐만 아니라 임상 개발 및 허가·사용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등을 시도하고 있음.
- 신약후보물질 탐색 과정뿐만 아니라, 정보탐색, 전임상, 임상, 제도, 인허가, 사용, 신약개발 의사결정 등 여러
분야에서 다수의 인공지능 활용모델들을 시도하고 있음.
- 전임상 단계에서는 전임상실험 설계, 독성 예측, 전임상 시험 자동화 등에 활용되고 있음.
- 임상 단계에서는 임상시험 설계,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 임상시험 최적화, 계량약리학 분야 등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음.
- 그 외 스마트제약공장과 같은 제조단계, Real-World Evidence 기반 FDA의 인허가 의사결정, 인공지능 기반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신약개발 의사결정 등에 활용됨.

	신약 임상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분야는 임상 시험 찾기, 임상 시험 환자 모집, 복약 이행 등에
활용되고 있음.
- 임상 시험 찾기 : 올바른 임상 시험과 올바른 환자를 매칭시키는 것은 임상 실험 연구팀과 환자 모두에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과정임.
* 현재 암환자의 3%만이 임상 시험에 등록하고 있음(출처: WhiteHous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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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전망에 대한 인지 상담 보고서에 따르면 임상 시험의 약 80%가 모집 일정을 충족하지 못하며, 임상 3상의 1/3이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임상 시험 환자 모집 : 임상 대상이 되는 일부 환자들은 그들의 적용 가능성과 임상 시험 장소에서 얼마나 떨어져
사는지에 따라 그리고 일자리, 부모, 또는 긴 통근이 필요한 경우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지 등 환자의 의료 기록
정보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수집 및 환자를 모집함.
* 일부 솔루션은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환자 의료 기록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일부 포함 및 제외 기준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등록 절차를 간소화함.

- 복약 이행 : 인공지능이 임상 대상 환자가 다른 약물을 복용중인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여(두통, 복통, 근육통 포함), 임상 약물을 복용했을 때 최적의 복약 방법을 제안하여 임상 실험의 성공률을
높이며, 인공지능을 통해 생활 습관 변화를 유도하여 임상 실험에 대한 의지를 높임.

IV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사례

■ 국내 인공지능 활용 기업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중임.
- 신약개발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제약사의 파트너십을 통한 의약품 개발
파이프 라인 확대 등에 기여함.

	국내 인공지능 전문 기업은 신약개발 관련,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와 기술을 이용해 AI 플랫폼(솔루션)을
만들고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연구 수행 중임(〈표 2〉, 〈표 3〉 참조)
- 기존 신약개발 방법에서 효율성(시간·개발기간 단축)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향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됨.

	국내 AI 기업으로는 스탠다임, 신테카바이오, 에이조스바이오 등에서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진행 중임.

<표 2> 국내 주요 AI 기업 보유 기술
기업명
닥터노아바이오텍

디어젠

스탠다임

인공지능 플랫폼
· ARK

: 통합형 의약학 네트워크, 약물 유전체, 환자 유전체 DB를 이용하여 신규타겟 발굴,
단일약물(복합제) 구조예측 플랫폼
· Dr.UG : 유전체 데이터 분석, 바이오마커 예측, 후보물질 발굴 및 최적화에 특화된 딥러닝 기술 기반
플랫폼
· Standigm Best : Drug discovery space를 탐색하여 원하는 특성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화합물
생성
· Standigm

Insight : 잠재 목표 예측을 통해 hidden indication을 발견함으로써 복합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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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인공지능 플랫폼

신테카바이오

· NEOscan™ : 암 유전체 분석과 AI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의 면역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생항원 펩타이드 예측
· GBLscan™ : 초기단계 임상시험에서 확보된 유전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약효예측 바이오마커 발굴
· Deep-matcher™ : AI 기반 유효물질 도출과 최적화를 통한 선도물질 발굴, 2차 타겟과 오프타켓
분석, 약물저항 바이오마커의 개발

아론티어

· AD3 : 표적 단백질 구조 예측, 구조기반 약물 설계, AD3 데이터베이스 활용, 구조기반 상호 작용,
후보약물 도출

온코크로스

· ONCO AI Platform : 유전체, 약물 Input data를 Learning & Inference AI를 활용하여 후보물질
약물 도출

에이조스바이오

· AiMol : 가상의 압축 공간에서 약리활성 물질의 구조적 특징을 찾아 조합, 조합하는 과정에서 특정
효능을 가감할 수 있는 알고리즘 플랫폼

파로스아이비티

· Chmiverse : 약효정보 스크리닝용 화합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필요한 화합물을 검색하고
분석/관리/구매 할 수 있는 AI 플랫폼

자료: http://www.drnoahbiotech.com/sub/ark.php(닥터노바이오텍)
https://deargen.me/ko/#our_technology(디어젠)
http://www.standigm.com/technology/(스탠다임)
http://www.syntekabio.com/sub02_tech.php(신테카바이오)
http://www.arontier.co/sub/publication/arontier.asp(아론티어)
http://www.oncocross.com/web/cate03/page01.php(온코크로스)
http://www.azothbio.com/new/sub2/2_2.php(에이조스바이오)
http://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5(파로스아이비티)

<표 3> 국내 주요 AI 기업 개발 중인 약물
기업명

인공지능 플랫폼

약물이름(치료제)

치료분야

임상단계

닥터노아바이오텍

ARK

KM-023

에이즈

임상3상 진행

디어젠

Dr.UG

대사질환 및 혈액암

임상 계획

NASH

항암, 비알코올성지방간

후보물질 도출

스탠다임

Standigm Best
Standigm Insight

Target Protein binder
E3 ligase binder

신테카바이오

Deep Matcher

STB-C017

항암

임상 계획

아론티어

AD3

FM101

비알코올성지방간염

임상2상 계획

온코크로스

ONCO AI

JPI-289

뇌졸중

임상2A상 진행

에이조스바이오

AiMol

WM S1(project)

항암

임상1상 계획

파로스아이비티

Chemiverse

PHI-101

항암

전임상 완료

자료: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3250255&t=NN(닥터노바이오텍)
http://www.biospectator.com/view/news_view.php?varAtcId=8209(디어젠)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2/2020012202539.html(스탠다임)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6/202007160242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
original&utm_campaign=biz(신테카바이오)
https://www.dailian.co.kr/news/view/866690?sc=Naver(아론티어)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75882(온코크로스)
http://www.biospectator.com/view/news_view.php?varAtcId=8738 //
http://www.azothbio.com/new/sub1/1_2.php(에이조스바이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8760&MainKind=A&NewsKind=5&vCount=12&v
Kind=1(파로스아이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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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인공지능 기업 협업 사례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시장 규모는 매년 40%씩 성장해 2024년에는 40억 달러(약 4조 6,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Global Market Insight,襱 ’17).
- 인공지능 기술과 신약개발 과정을 적용하여 AI 전문기업과 제약사의 공동연구 및 협약을 통한 의약품 개발 및
신약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표 4〉 참조).
- 제약사들은 AI 기술을 가진 전문 기업들과 공동 연구·개발(R&D)에 주력하고 있음.

<표 4> 국내 주요 AI 기업 협업사례
기업명

협업 기업

후보물질

협업 내용

휴온스

뇌 질환 치료제

뇌 질환 치료제 개발과 적응증 연구를 위해 MOU
체결(19.6.30)

카이노스메드

에이즈 치료제

물질합성 및 최적화를 통해 신약후보물질 도출을
위한 카이노스메드와 MOU 체결(20.3.25)

파노로스바이오사이언스

비알코올성 간질환 치료제

대사질환 치료제 발굴 및 개발 공동연구
협약 체결(20.3)

한미약품

항암,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항암, 비알콜성지방간 등 파이프라인 개발 및
후보물질 도출, 공동연구 계약 체결(20.1)

SK 케미칼

항암,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등

인공지능(AI) 신약개발社 스탠다임과 공동 신약개발
계약 체결(19.11.18)

JW중외제약

항암, 통풍 치료제

인공지능(AI) 활용 신약후보물질 바이오마커 발굴
등의 공동연구 MOU 체결(18.5)

CJ헬스케어

면역항암 치료제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AI) 활용 면역항암제
공동개발(17.12)

아론티어

퓨처메디신

면역항암제 치료제

면역항암제와 신약후보물질 개발 공동연구
진행(20.1)

온코크로스

제일약품

뇌졸중 치료제

뇌졸중 신약 후보물질 ‘JPI-289’의 새로운
치료범위(적응증) 공동 연구·개발 계약(20.1)

엠비디

희귀암치료제

AI 플랫폼 이용 희귀암치료제 공동 개발 MOU
체결(19.10)

웰마커바이오

표적항암제

경북대학교병원

노인성질환 치료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공동연구 및
업무협약(MOU) 체결(17.1)

-

차세대 시퀀싱(NGS) 기반 약물유도 전사체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KMAP 프로젝트)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 체결(19.8)

탈모 치료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탈모 치료 신약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20.6)

닥터노아
바이오텍

디어젠

스탠다임

신테카바이오

에이조스
바이오

인실리코
코리아
카이팜
파로스
아이비티

바이오마커기반 표적항암제 공동개발 합의(20.3)

한국파스퇴르
연구소
스템모어

신약개발용 AI 플랫폼 기반 타깃 약물 발굴 및
최적화, 효능확인실험·신약개발 진행

자료: http://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601529600883(닥터노아바이오텍-휴온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3251601360836(닥터노아바이오텍-카이노스메드)
http://www.biospectator.com/view/news_view.php?varAtcId=9692(디어젠-파로노스바이오사이언스)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2/2020012202539.html(스탠다임-한미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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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8/587216/(스탠다임-SK케미칼)
https://www.yna.co.kr/view/AKR20180502081000017?input=1195m(신테카바이오-JW중외제약)
http://www.biospectator.com/view/news_view.php?varAtcId=4582(센테카바이오-CJ헬스케어)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1/72429/(아론티어-퓨처메디신)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091800017?input=1195m(온코크로스-제일약품)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2904&MainKind=A&NewsKind=5&vCount=12&v
Kind=1(에이조스바이오-엠비디)
https://www.etnews.com/20200327000159(에이조스바이오-웰마커바이오)
https://blog.naver.com/ksg2028/220866338565(인실리코코리아-경북대학교병원)
https://blog.naver.com/institutpasteurkorea/221608501800(카이팜-한국파스퇴르연구소)
http://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5(파로스아이비티-스템모어)

■ 해외 인공지능 활용 기업
	AI는 신약개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발길을 재촉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AI 활용은 필수가 될 전망임.
-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판데믹 상황에서 베너블런트 AI 및 길리어드 등 인공지능 신약개발회사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약물재창출 관련 발표를 함으로써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안 약물을 제시함.
<표 5> AI 기반 바이오벤처사가 개발 중인 약물의 임상단계
기업명

약물이름

치료분야

적응증

임상단계

Acurastem

AS - 1

Neurology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nd
frontotemporal degeneration

Phase 3

Pharnext

PXT3003

Central nervous
system

Charcot-Marie-Tooth disease type 1A
adults

Phase 3

Sunovion /
PsychoGenics

SEP363856

Neurology

Schizophrenia

Phase 3

LAM–002

Oncology

B-cell non-Hodgkin lymphoma
(monotherapy)

Phase 2

LAM–001

Oncology

Lymphangioleiomyomatosis

Phase 2

LAM–004

Rare disease

Facial angiofibroma

Phase 2

LAM–002

Oncology

B-cell non-Hodgkin lymphoma
(atezolizumab combination)

Phase 2

LAM–002

Oncology

B-cell non-Hodgkin lymphoma
(rituximab combination)

Phase 2

BPM31510

Oncology

Squamous cell carcinoma

Phase 2

BPM31510

Oncology

Pancreatic tumors

Phase 2

BXCL501

Neurology

Acute agitation in Alzheimer’s disease
or dementia

Phase 2

BXCL501

Neurology

Acute agitation in schizophrenia or
bipolar disorder

Phase 2

BXCL701

Oncology

Neuroendocrine prostate cancer

Phase 2

BXCL701

Oncology

Pancreatic cancer

Phase 2

GBV006

Infectious disease

Dengue infection

Phase 2

AI
Therapeutics

Berg

BioXcel
Therapeutics

Globav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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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약물이름

치료분야

적응증

임상단계

Globavir

GBV006

Infectious disease

Chikungunya infection

Phase 2

LP-100

Oncology

Prostate and ovarian cancers

Phase 2

Pharnext

PXT864

Neurology

Alzheimer’s disease

Phase 2

AI Therapeutics

LAM–003

Oncology

Acute myeloid leukemia

Phase 1

BPM31510

Oncology

Epidermolysis bullosa

Phase 1

BPM31510

Oncology

Glioblastoma multiforma

Phase 1

BPM31543

Oncology

Chemotherapy-induced alopecia

Phase 1

BPM31510

Oncology

Solid tumors

Phase 1

BTRX335140

Neurology

Mood/anxiety disorders

Phase 1

Lantern Pharma /
Eisai

Berg

BlackThorn
Therapeutics

COTI-2

Oncology

HNSCC dose escalation

Phase 1

Cotinga
Pharmaceuticals

COTI-2

Oncology

Advanced or recurrent gynecological
malignancies

Phase 1

Evaxion Biotech

EVX-01

Oncology

Personalized cancer immunotherapy

Phase 1

Exscientia /
Sumitomo
Dainippon Pharma

DSP-1181

Neurology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Phase 1

GRANITE

Oncology

Solid tumors

Phase 1

SLATE

Oncology

Solid tumors

Phase 1

Lantern Pharma /
BioNumerik

LP-300

Oncology

Lung cancers

Phase 1

Pharos iBT

PHI-101

Oncology

Acute myelogenous leukemia

Phase 1

Recursion
Pharmaceuticals

Undisclosed

Rare disease

Neurofibromatosis type 2

Phase 1

Undisclosed

Rare disease

Cerebral cavernous malformation

Phase 1

Vaxine

AF03

Infectious disease

Influenza

Phase 1

Gritstone Oncology

자료: BenchSci Blog

■ 선진국의 AI 활용 신약개발 프로젝트
	AI 활용 신약개발이 미래 핵심 전략분야로 부상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헬스케어산업은 ’16년에 7.5억 달러(약 0.8조) 규모였으나, ’24년에는 100억
달러(약 11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신약개발 분야에 인공지능(AI)을 본격적으로 도입 할 경우 신약개발 기간의 획기적 단축이 예상되어, 세계
주요국들은 AI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중임(〈표 6〉 참조)
* 1개 신약개발에 드는 시간이 평균 13년에서 9년으로, 비용은 1200억엔에서 600억엔으로 각각 절반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 후보물질발굴에서 임상까지는 통상 4.5년이 소요되나, AI를 활용해 그 기간을 무려 12개월로 대폭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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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국 AI 활용 신약개발 프로젝트
국가명

개요

정부-민간
협동
미국

· 세계 최고수준의 슈퍼컴퓨터, AI 기술을 보유한 출연연과 국립보건원(NIH)을 중심으로 제약사,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신약개발(맞춤 항암제) AI 개발 ‘ATOM* 프로젝트’ 추진(2017.01~).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및 하드웨어 인프라를 제공하여 희귀질환 및 신약개발 지원. 환자의 이익을
위해 임상 전 약물발견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Accelerating Therapeutics for Opportunities in Medicine’

·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글로벌 IT사들의 신약개발 사업 활발함
민간

* 구글은 2019년 9월 글로벌제약사 사노피(Sanofi)와 함께 AI 활용 신약개발을 위한 이노베이션 랩(Innovation
lab)프로젝트 시작

· 영국 내의 50만명(2006~2010년 간) 규모의 유전체 데이터 및 환자 코호트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제약바이오 기업 및 벤처사들이 이를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UK Biobank)
영국

정부

· MDC(Medicine Discovery Catapult)의 AI는 영국 정부 혁신 기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
시설이며, 데이터, 전문지식, 실험실, 프로젝트기반 교육,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함으로써
영국 중소기업들이 신약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고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바이오 시장을 빠르게 형성하고 있으며, 국가의 2030년 인공지능(AI)
글로벌 리더화 비전과 맞물려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에 앞장서는 중임

정부
중국

캐나다

·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AI 연구개발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AI 기술과 인재를 늘리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중임
* 중국은 10억 명 이상의 시민으로부터 데이터를 원활하게 수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음

민간

· ‘알리바바’와 같은 대기업에서 병원 및 검진센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 내 제약바이오사 및
헬스케어 분야의 회사들에게 데이터 및 인공지능 인프라(하드웨어 등)를 제공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 실제 임상단계 진입한 약물 개발 중임

정부

· 정부산하 연구센터에서 인공지능기업 등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혹은 창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가르치고,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을 통하여 나라에서 투자(AI
toronto). Atomwise, Cyclica, Deepgenomics 등 AI 신약개발 관련 20대 기업 중 3곳 육성 중임
· 일본 최대 국책연구소인 이화학연구소(RIKEN)를 중심으로 학계, 제약사, IT업체 등이 참여하는
‘LINC*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일본형’ 신약개발 AI 프로그램 개발 추진(’17.4월~)

일본

정부

* Life Intelligence Consortium

· 국가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IT기업들이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약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IT기업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신약개발

유럽

정부-민간
협동

· ‘MELLODDY* 컨소시엄’은 신약개발을 목표로 전통적인 제약사들 간에 새로운 협력 모델을 보여줌.
MELLODDY를 통해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존의 필요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예측 성능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정교한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음. 이 프로젝트에는 유럽 전역의 17개
파트너가 참여하며, 민관 협력체로서 IMI(Innovative Medicine Initiative)로부터 기금을 받음
* Machine Learning Ledger Orchestration for Drug Discovery

· 프로젝트는 3년간 운영되며, 2022년 6월에 종료되며, 예상 예산은 약 2,500억원임
스위스

정부

· Basel대학교에서 운영하는 Innovation & Industry Partnerships 사업단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교육 및 기업육성 등,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교육을 수행 중이며, 로슈, 노바티스 등
스위스 대형제약사들이 데이터 제공 및 투자로 인공지능 신약개발 관련 벤처사를 육성지원함

자료: Global Market Insight ’17, 일본제약공업협회 ’17, 영국 BBC뉴스 ’20

■ AI 신약개발지원센터 소개 및 현황
	AI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관련 데이터 및 인프라를 제공하여 혁신 신약개발과 환자의
이익을 위해 신약 후보물질 개발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신약개발 산업의
성장 동력화와 건강복지 실현에 기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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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약개발지원센터 사업 전략은 아래의 네가지를 통해 인공지능 신약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 (Data Agent) 데이터 중개를 통한 신약개발 지원.
- (Accelerator) 기술 및 인프라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 (Linker) 산·학·연 연계지원을 통한 AI 신약개발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 (Education)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생태계 강화.

비전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신약개발 산업의 성장 동력화와 건강복지 실현

단계별 목표
1단계 준비기(’20~’21)

2단계 확장기(’22~’23)

3단계 안정기

교육을 통한 데이터 및
인프라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화 성과 창출 및
글로벌 리더십 확보

국내외 성과 확산 및
AI신약개발 생태계 안정화

미션
임상 전 약물발견 시간을 대폭 단축

전략
전략1

전략2

전략3

전략4

Data Agent

Accelerator

Linker

Education

데이터 중개를 통한
신약개발 지원

기술 및 인프라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산·학·연 연계지원을 통한
AI신약개발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AI신약개발 생태계 강화

데이터 컨설팅

기술 컨설팅

네트워킹 프로그램 시행

데이터 최적화

테스트 인프라 지원

기업 연결 및 협업 지원

데이터 활용 확산

서비스인프라 구축 및 운영

연구성과의 고도화·상용화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전문가 Pool 확보 및 DB화

자료: AI 신약개발지원센터

[그림 13] AI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전략체계도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추진단’ 발족(’17.12)을 통해 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2019년 3월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를 개소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분야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함(’18.2).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교육·홍보사업’ 등 국가 과제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오픈데이터 및 공공데이터들을 AI 신약개발을 위해 필요한 형태로 변환 지원함과 동시에 데이터 및 기술 컨설팅 수행.
* 클라우드 기반 S/W인프라환경 제공을 시작으로 추후 보건의료빅데이터 접근관리를 위한 자체서버 구축 진행할 예정임.
* 초기 준비기(’20~’21년도)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외 비즈니스네트워킹을 적극 장려하며,
후보물질발굴(Drug Discovery) 단계에 집중하여 성공사례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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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브리프

- AI 신약개발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과 AI 기술 융합의 촉진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AI 신약개발의 공익적 구심점(허브) 역할을 수행.
* 데이터 중개를 통한 지원기관 역할 수행.
* 기술 및 인프라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산업 촉진자 역할.
* 산·학·연·관 최신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술 교류 및 확산의 창구기능 수행할 예정임.
* AI 신약개발 전문가 양성 교육기능.

Ⅴ

결론 및 시사점

■ 향후 전망
	신약후보물질 발견을 위한 AI 솔루션 시장의 규모 증가, AI 투자 및 연구, 스타트업과 빅파마의 협업 증가로
신약개발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AI 솔루션 시장 수익은 23.4% 증가해 2020년 4억 4,400만 달러 예상, 새로운 물질
발견, 약물재창출, 생산성 향상 분야에 의해 증가됨.
-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물질 발견 및 약물재창출 최소 1.5배 시간 단축과 희귀질환에 대한 신약물질 승인을
가속화함.
- 인공지능 기술 활용 데이터 분석은 기존 방식의 조사량 대비 5천배 이상 임상 데이터 분석 가능하고, 논문 및
데이터 분석 인력을 최소화하여 비용 및 시간을 절감시킴.

• 인공지능을 활용한 암 및 희귀 질환에 대한 신약개발 혁신 촉진 가속화
신약 후보물질 발견을 위한 AI 솔루션의 시장의 규모가 증가할 것이며,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및 연구 그리고 스타트업과 빅파마의 협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마이크로바이옴기반 항암치료에 대한 임상 파이프라인 및 투자
2020년 10-15개의 높은 잠재성을 지닌 신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물질이
임상시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치료 및 진단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 바이오의약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결 및 지능형 바이오프로세싱
디지털 바이오프로세싱은 2020년 11.1%의 성장률과 더불어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며, 제조업체는 디지털화를 통해 품질관리 시간 및 운영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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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밀의료 체외진단에 대한 지놈 시퀀싱 이니셔티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암에 대한 동반진단 테스트 시장의 성장이 예상됨

• 유전자 치료제 상용화를 위한 지불 모델
연금기반 상환 모델을 통해 유전자치료제 시장을 성숙도를 이끌어 2020년
유전자치료제 시장의 수입은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자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그림 14] 2020년 글로벌 생명과학 산업 5가지 예측

■ 정부 역할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 국가 주도의 4차 산업시대 대비 전문인력 인프라 조성이 필요함.
- 세계적으로도 부족한 인력을 글로벌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의 경우 제약바이오 산업체의 데이터
활용 경험이 부족. 우리 정부도 2020년 핵심정책과제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을 선정하며
적극적인 투자로 인프라 조성을 진행하는 상황이며, ‘인재양성 국민교육’을 세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인력과 AI
기술분야의 인력 모두를 대상으로 융합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중임.

(AI 허브 구축) 데이터·컴퓨팅 파워·알고리즘 등 AI 개발 핵심 인프라를 지원하는 ‘AI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를 확산 추진중１)
- 기계 학습용 데이터를 의료 등 산업별 특화데이터로 중점 구축
*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신약개발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하여 신약개발 분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제약산업에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및 플랫폼 개방 추진

(관련규정 및 가이드라인 보완) AI 기반 서비스의 원활한 출시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수립’ 및
미래지향적 법제도 정립을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가칭)AI 미래사회 대비 법제정비단’을 준비함２)
- ‘20.1.9일 오랜기간 국회에 계류중이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류)이 통과되면서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３)
- 다만, 하위 법령 개정 및 규제 동향이 당초 취지에 맞게 적용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정부·산업계·연구기관 모두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함.
１)	AI R&D 전략 (2018.05.)
２)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17)
３)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바이오의료정보 활용방향과 시사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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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신약 개발) 희귀질환, 감염병 치료제 개발 지원 사업에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신약 개발은 과거보다 어렵고, 투자 대비 비용 회수가 어려움. 제약사의 입장에서 개발 비용을 얼마나 빨리
회수하느냐의 효율성 문제가 신약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침. 많은 제약사들이 이러한
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음.
-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국가 주도의 신약 또는 백신 개발 기술 및 물량 확보 등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환자 수 등 수요에 비해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희귀질환이나 감염병 치료제의 경우 굉장히 비싼 약 값이
결정되거나 개발이 중단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신약 개발 가능성이 높음에도 개발을 포기하여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는 사례가 발생함.
- 희귀질환이나 감염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Unmet Needs)를 채우기 위해, 인공지능 또는 국가
공공데이터들을 지원하여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약 생산이 가능한 기업에게 합리적
비용으로 기술이전을 하거나 국가에서 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기반의 임상 시험 신속 승인, 신약개발 기술 이전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공익적 목적의 신약개발이 필요함.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 AI for Everyone, AI of Everything 디지털경쟁력 세계 3위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現 10위(IMD)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①
인프라
확충

②
전략적
기술개발

③
과감한
규제혁신

④
스타트업
육성

삶의 질 세계 10위

*맥킨지, KISDI

*現 30위(OECD)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①
인재양성
국민교육

②
전 산업
AI 도입

③
디지털정부
대전환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①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②
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 마련

자료: 인공지능 국가전략

[그림 15]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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