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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most influential factors when a new drug project is evaluated and
selected for the next step by analyz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selection of new drug development projects of Korea
Drug Development Fund (KDDF). Total 165 projects that applied to KDDF innovative track were group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project; the type of the drug, development stages, type of organization, innovativeness of the project and
logistic regression were performed for each group to analyze the factors significantly affecting on the selection of the
project.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influencing factors on the selection process varies by nature of the project and
affected differently. It also showed that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the technology superiority for the selection of
biological drug project and the unmet medical needs in case of non-biological drug project.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
on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process by defining important factors by each characteristic of new drug development
and research project.
Keywords Pharmaceutical R&D, project selection, Korea Drug Development Fund, logistic regression

서 론(Introduction)

9.6%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듯 신약개발에 들어가
3)

는 비용은 막대한 반면, 성공확률은 낮기 때문에 R&D 투자 효
율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신약개발에서의 R&D 생산성 효율

신약개발은 제약산업의 특성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산업으로
서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분야이다. 2016년 터프스대학 약물

성 제고 및 R&D 성과 시장성 극대화 방안에 대한 관심은 크

개발센터(CSDD)는 1개의 신약을 개발하고 발매하는데 약 26억

게 높으므로 신약개발초기에 우수 프로젝트 선별 및 지원하는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며 그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을 보

것이 R&D 생산성 및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고 했다. 글로벌 제약사 중 하나인 화이자는 2017년 매출의

산업에서 우수 기술 프로젝트 발굴을 위하여 기술 평가의 여

14.5%의 비중을 차지하는 76억 달러를 R&D에 투자하는 등 연

러 평가 지표들이 개발되어 왔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

구개발에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고 있다. 또한, 신약개발은 시

장성, 기술성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평가이다. 양동우(2005) 는

간이 오래 걸리며 리스크가 높은 활동이다. 신약은 인체에 투여

사업성, 기술성 및 시장성으로 이루어진 기술평가지표가 수익성

되기 때문에 기초 연구, 비임상 연구, 임상연구 등 여러 단계를

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하다 하였으며, 조형래(2007) 는 사업 추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의 입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

진능력, 기술성, 시장성 분석이 중요한 평가 요인이라 강조했다.

약이 개발되기까지 평균 13년 정도의 상당이 긴 시간이 소요되

특히 Li(2015) 는 의약품 특허 가치평가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1)

2)

4)

5)

6)

며 그 과정에서 성공확률 또한 낮다. 수많은 후보물질 중 극히

기술성, 시장성, 권리성의 3개로 정하여 각각 들어가는 내용을

일부가 임상단계로 들어가며 임상 1상에서 허가까지 성공률은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

끼치는 요인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iMasi(2010)

신약개발 R&D 투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성공률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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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출 상위 50대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분석한
결과 저분자 화합물보다 고분자 화합물의 약물 개발 성공률이
더 높은 것을 발견했다. Paul(201)은 신약개발시 개발단계별의
7)

24

신약개발 정부지원과제의 선정영향요인 분석

25

성공률, 약물의 유형별 성공률 등이 다르기 때문에 R&D 생산

과제의 투자심의의결서를 검토하였다. 투자심의의결서는 각각의

성 재고를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Kneller(2010)은 신약개발의

투자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작성된다. 투자심의위원회는 10명에서

주체가 바이오텍인지 제약회사인지 학교인지에 따라 연구되는

12명의 신약개발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춘 신약

약의 혁신성, 약물의 종류 등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개발 관련 외부 전문가, 인허가 전문가, 투자 전문가 등으로 구

Schulze(2013)는 혁신성의 정도에 따라서 약물 시장 진출 및 상

성된다. 투자심의위원은 과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글로

8)

9)

DiMasi(2010)

벌 성공가능성을 검토하고 논의하여 지원 과제를 최종 결정한

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듯 개방형 혁신을 통한 개발은 자체

다. 신약개발의 기술 가치 및 사업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개발을 진행한 것에 비해 11%가 높은 성공확률을 가지는 결과

기술성, 시장성, 법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 말하듯 혁신의 정도에 따라 성공률이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투자심의의결서에서 기술적 요인, 시장적 요인, 법적 요인에 대

있다.

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언급되었을 경우와 부정적으로 언급되었

업화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10)

7)

4)

기존의 연구들은 프로젝트 평가 요인에 대한 분석보다 의약

을 경우를 각각 긍정과 부정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투자심의의

품의 성공률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결서만으로 선정 및 탈락 요인을 추출하기 어려운 경우 발표평

다부처사업 중 하나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신약개발 프로

가 의견서를 검토하여 평가위원이 공통으로 기재한 키워드를 활

젝트 선정 시 프로젝트 선정과 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용하여 선정 및 탈락 요인을 나누었다.

석하고 약물의 특성별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찾
아 핵심적인 평가요인을 구축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혁신형 글로벌 신약개발 사업에의 선정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
였으며 선정되었을 경우 1로, 탈락되었을 경우 0으로 코딩하였
다. 선정과 탈락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되는 평가변

실험방법(Experimental Methods)

수를 독립변수로 하였는데, 기술의 우위성에 긍정적인 평가, 기
술의 우위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작용기전에 긍정적인 평가,
작용 기전에 부정적인 평가, 전략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전략에

연구 대상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정부 부처별로 신약개발과 관련된

대한 부정적 평가, 미충족수요에 긍정적 평가, 미충족 수요에 부

R&D를 추진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중복사업의 문제를 보완하기

정적 평가, 특허에 부정적 평가로 총 9개이다. 특허에 대한 긍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현

정적 평가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투자심의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다

의결서의 내용이 각 항목을 충족시킬 시 1, 그렇지 않을 경우 0

부처 사업이다.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국가가 인류 건강 증진

으로 코딩 하였다.

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신약개발 국가로 진입시키는 비전을

기술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투자심의 의결서

가지고 부처간 연구개발 장벽없이 국내 우수 기술을 지원하여

에 기술적 우위성 혹은 기술적 경쟁력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2020년까지 10개 이상의 글로벌 신약 개발 및 신약개발 플랫폼

있거나, 약물의 작용기전(MoA)이 명확하거나 신규성이 있다고

의 선진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명시된 경우를 긍정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물질의 작용

11)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혁신형 글로벌 신약개발사업의 공고

기전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시한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는 학교, 병원, 바이오텍 및 제약회사 등 국내 신약연구개발을

경우, 약물의 우수성이 증명되지 않거나, 심각한 독성 부작용이

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과제 접수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들은 기술적 요인에 부정적인 평

발표평가 및 실사 이후 투자 심의위원회에서 과제의 최종 선정

가가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과 탈락이 결정되게 된다.

시장성의 경우 의약품 개발 전략이 명확하여 시장에 출시될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2011년부터 국내 신약개발 프로젝트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와 의학적 미충족 수요(Unmet needs)

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 4월까지 136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

가 명확하여 시장의 파급력이 상당한 경우 긍정 요인으로 분류

었으며 이 중 27건의 프로젝트가 국내 및 해외로 기술이전되었

되었다. 그러나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높지 않은 경우, 약물이

다. 사업단은 3년씩 총 3단계 사업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개발되어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다고 볼 수 있

데,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3년간의 1단계 사업에 지원한 165

다. 그리고 약물의 개발 목표 시장에 이미 많은 경쟁자가 있다

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업단 1단계 사업은 글로벌 신

면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약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과제 선정 평가 기준과 선정 프로세스,

시장에 진출 전략이 명확하지 않고 목표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신약 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과제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목

개발 전략이 떨어지는 경우도 기술 사업화에 부정적 요인이 될

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연구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것이다. 투자 대비 수익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부정 의견으로 분류되었다.

분석 변수

기존 물질의 원천특허의 권리범위가 국제적으로 보호되지 않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혁신형 글로벌 신약개발사업에 지원한

는 경우, 특허 등록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규성, 진보성, 상업

과제들의 선정 및 탈락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165개의 지원

적 이용가능성에 대한 내용, 특허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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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riable description
Variabl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bject (n=165)
Description

Code

Projects selected
for funding

Group

Projects not selected
for funding

Selected Project

1, 0

Technology Positive

1, 0

Technology Negative

1, 0

Biologics

13

24%

42

76%

MoA Positive

1, 0

Non-Biologics

31

28%

79

72%

MoA Negative

1, 0

Development Stage

Strategy Positive

1, 0

Lead & Pre-clinical

33

27%

91

73%

Strategy Negative

1, 0

Clinical

11

27%

30

73%

Unmet needs Positive

1, 0

Unmet needs Negative

1, 0

Industry

29

31%

64

69%

Patent Negative

1, 0

Non-Industry

15

21%

57

79%

Radical

22

29%

55

71%

Incremental

22

25%

66

75%

Drug Type

Organization Type

Innovativeness

경우, 사업단에 지원하는 물질의 특허 존속기간이 의약품의 개
발 기간에 비하여 상당히 적게 남은 경우 등이 부정의견으로 분
류되었다.

결 과(Results)

약물과 과제의 특성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였다. 약물의 형태
가 바이오일 경우 바이오, 바이오 의약품이 아닐 경우 非바이오
로 그룹화하였다. 바이오에는 단백질, 유전자일 경우, 그에 속하
지 않는 합성의약품 및 천연물 유래 화합물의 경우 非바이오로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혁신형 글로벌 신약개발 사업에 지원

분류하였다. 약물의 개발단계가 임상일 경우, 임상 이전의 경우

한 165개 과제 중 121개가 탈락과제로 분류되었고, 44개 과제

로 나누었다. 주관 연구자 소속기관이 산업계일 경우와 비산업

가 선정된 과제로 분류되었다. 선정된 과제의 비율은 26.7%였

계일 경우로 나누었다. 약물의 혁신성을 기준으로 First-in-class

으며 탈락된 과제의 비율은 73.3%였다.

인 약물과 그렇지 않은 약물로 그룹화하여 선정 및 탈락 요인
을 분석하였다.

약물의 특성 별로 나누어진 바이오 그룹과 非바이오 그룹에
서는 각각 24, 28%의 과제가 선정되었다. 약물의 개발 단계별
로 나누어진 그룹에서 임상 이전 단계와 임상 단계 과제 모두

분석방법

27% 과제가 선정되었다. 지원 기관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그룹

본 연구에서 기술성, 시장성, 특허성 관련 평가요소가 범부처

에서는 산업계가 31%, 비산업계가 21%의 과제가 선정이 되었

신약개발사업단 과제 선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을 위

으며, 약물의 혁신성으로 구분된 그룹에서는 급진적 혁신 그룹

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165개 과제 전체를

에서 29%, 점진적 혁신 그룹에서 25%의 과제가 선정되었다.

과제의 특성에 따라 그룹화 한 후, 그룹 내에서 영향 요인을 확
인하였다. 각 그룹별로 선정과 탈락의 평가 요인의 영향 정도를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과제선정 영향요인 비교
약물의 형태별로 바이오와 非바이오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 요

software (IBM, CA,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인을 분석하였다. 바이오 그룹의 경우 기술우위 긍정의견(p<0.05,

Table 3. Factors affecting selection project by drug type
Drug Type
Factors

Biologics
B

Std. Error

Exp(B) with 95% CI

Non-biologics
B

Std. Error

Exp(B) with 95% CI

Technology Positive

2.49

1.15

12.07* (1.27-114.76)

1.69

0.78

5.41* (1.17-25.06)

MoA Positive

2.29

1.62

9.86 (0.413-235.51)

0.47

1.09

1.60 (0.19-13.62)

Unmet needs Positive

0.77

1.72

2.17 (0.07-63.44)

2.74

0.77

15.46** (3.45-69.32)

(Constant)

-3.75

1.45

-3.07

1.09

Cox and Snell R square: Biologics: 0.494, Non-biologics: 0.55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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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affecting selection project by development stage
Development Stage
Factors
MoA Positive

Lead & Pre-clinical Stage

Clinical Stage

B

Std. Error

Exp(B) with 95% CI

2.28

0.70

9.74** (2.50-38.04)

Strategy Positive

0.46

1.22

1.58 (0.14-17.30)

Unmet needs Positive

2.02

0.88

7.51* (1.33-42.31)

Technology Positive
(Constant)

-2.91

1.05

0.05

B

Std. Error

Exp(B) with 95% CI

1.94

1.25

6.94 (0.60-80.58)

2.54

1.17

12.72* (1.30-125.03)

-2.73

1.35

0.07

Cox and Snell R square: Lead & Pre-clinical: 0.54, Clinical stage: 0.51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p<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selection project by organization
Organization
Factors

Industry Projects

Non-industry Projects

B

Std. Error

Exp(B) with 95% CI

Technology Positive

2.13

0.82

8.42** (1.69-42.00)

MoA Positive

1.16

1.00

3.18 (0.45-22.60)

Unmet needs Positive

2.28

0.89

9.80** (1.70-56.43)

Strategy Positive
(Constant)

-3.76

0.98

B

Std. Error

Exp(B) with 95% CI

2.32

0.98

10.15* (1.49-69.21)

2.57

1.14

13.01 (1.38-123.04)

0.166

1.78

1.18* (0.04-38.88)

-3.16

1.64

Cox and Snell R square: Industry: 0.57, Non-industry: 0.50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p<0.01

Table 6. Factors affecting selection project by innovativeness
Innovation
Factors

Radical Innovation

Incremental Innovation

B

Std. Error

Exp(B) with 95% CI

B

Std. Error

Exp(B) with 95% CI

MoA Positive

2.77

0.84

15.90** (3.09-81.91)

1.04

1.32

2.83 (0.21-37.59)

Strategy Positive

-0.22

1.59

0.803 (0.04-17.93)

1.50

1.17

4.47 (0.45-44.45)

Unmet needs Positive

1.73

1.12

5.62 (0.62-50.78)

2.39

0.93

10.93** (1.75-68.20)

2.03

1.01

7.62* (1.06-54.64)

-5.08

1.61

0.01

Technology Positive
(Constant)

-2.40

1.23

0.09

Cox and Snell R square: Industry: 0.57, Non-industry: 0.54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p<0.01

Exp(B)=12.066) 이 평가에 정(+)의 요인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Exp(B)=8.419), 미충족 수요 긍정(p<0.05, Exp(B)=9.807)의 평가

치는 것이 확인 되었다. 非바이오 그룹의 경우 미충족수요 긍정

가, 비 산업계의 경우 작용기전 긍정의견(p<0.05, Exp(B)=10.148)

의견(p<0.001, Exp(B)=15.464), 기술우위 긍정의견(p<0.05, Exp(B)

과 미충족수요(p<0.05, Exp(B)=13.007)에 긍정적인 평가가 정(+)

=5.413)이 정(+)의 요인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

의 요인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결과가 나타났다(Table 5).

하였다(Table 3).
약물의 개발단계를 임상과 임상 이전 단계 그룹으로 나누어

약물이 가지는 혁신성을 기준으로 그룹화하여 선정과제와 탈
락과제를 분석한 결과, First-in-class에 속하는 근본적 혁신 그룹

분석한 결과, 임상 이전의 과제의 경우 작용기전 긍정의견(p<0.005,

은 작용기전 긍정의견(p<0.05, Exp(B)=15.899)이, Best-in-class에

Exp (B)=9.744), 미충족 수요 긍정의견(p>0.05, Exp (B)=7.512)이

속하는 진보적 혁신 그룹에서는 기술우위긍정의견(p<0.05,

정(+)의 요인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 할 수

Exp(B)=7.624) 및 미충족 수요 긍정의견(p<0.05, Exp(B)=10.930)

있었으며, 임상 과제들의 경우 기술우위 긍정의견(p<0.05, Exp

에 대한 요인이 선정에 정(+)의 요인으로 파악되었다(Table 6).

(B)=12.716)이 과제 선정에 정(+)의 요인으로 유의미하게 작용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4).
연구수행기관의 특성에 따라 산업계와 비산업계로 나누어진
그룹을 분석한 결과, 산업계의 경우 기술우위 긍정의견(p<0.05,

고 찰(Discussion)
본 연구는 범부처신약사업단 1단계 사업에 지원한 과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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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바탕으로 과제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후 평가요인이 각

처기업의 경우 기술적 차별화 전략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는 등

특성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였다. 범부

기술적 우위에 있는 연구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처신약개발사업단 과제를 각 특성별로 구분하여 약물의 형태별,

산업계의 경우 기술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사업단 과제로

개발단계별, 연구 기관별, 약물의 혁신 정도에 따라 그룹화를 진

선정되는데 유의한 변수로 작용 했을 것이다. 반면 非산업계의

행하여 각 그룹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평가요인을 분석

연구는 대부분 기초연구이므로, 학교, 병원, 연구소 등에서 연구

한 결과 그룹별로 선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평가요인이 각

되는 과제들의 새로운 작용 기전들은 사업단 과제 평가에 유리

각 다르게 나타났다.

하게 작용 했을 것이다. 이는 R. Kneller가 1998년부터 2007년

기술성이 시장의 성공과 연관이 되어 있음에 대해서는 여러

까지 미국 CDER 승인된 약물들 중 약물이 혁신적이거나 희귀

기존 연구가 존재 한다. 양동우(2005)가 벤처기업의 수익성 예

한 의약품의 경우 비산업계에서 높은 비중으로 처음 연구되었

측에서 기술성 지수가 매출액 성장에 유용한 지표로 사용한다

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12)

9)

고 한 것 도 기술성의 중요성을 말하는 내용이다. 시장성과 직

약물의 혁신정도에 따라 분류된 그룹에서 급진적 혁신(Radical

4)

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미충족수요에 대한 내용도 평가에 중

Innovation)으로 볼 수 있는 First-in-class의 경우 작용 기전의 긍

요한 요인으로 삼을 수 있었다. 사업단 과제의 선정 요인에 영

정적인 평가를 선정에 영향을 끼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

향을 끼친 미충족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신영기(2010)가

되었다. 사업단 과제를 분석한 결과 非First-in-class의 경우 대부

주장한 국내 우수 신약개발 연구가 미충족 수요를 만족시키는

분이 기존 제품보다 비교우월성을 가지는Best-in-class 약물에 속

신규 작용

했다. Best-in-class약물의 조건상 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이 중요

기전(Novel Target)으로 연구된 신약의 경우 시장에서 신규하지

하기 때문에 기술적 우위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선정에 유

않은 작용기전을 가진 약물보다 높은 피크 세일즈(peak sales)를

의미한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예상된다.

현실적인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13)

나타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는 내용도 선정에 유의하게 고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각 과제의

려되는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명확한 작용기전을 가진

특성에 따라서 선정평가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달라짐을 알

연구가 임상 성공률이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도 신약개발 프로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신약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제안사

젝트 선정 영향 요인에 대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는 우선적으로 기술적 우위성이 경쟁 상대가 되는 약물들과 비

해석할 수 있다.

교하여 얼마나 우수한지를 명확히 정의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9)

14)

약물의 특성 그룹별로 각각의 Exp(B)값을 비교한 결과, 약물

신약 프로젝트 평가기관은 약물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 기준을

의 형태가 바이오일 경우 다른 요인들 보다 기술적 우위에 대

제시하여 프로젝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찾

한 평가 요인이 선정에 가장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

아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가 나왔다. 非바이오일 경우 기술적 우위성보다 수요에 대한 평
가요인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1986년부
터 2014년까지 FDA에 허가된 약물에서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결 론(Conclusion)

합성 의약품과 비교했을 경우 신규성(Novelty)가 더 높은 것으

우수한 신약개발 프로젝트 선정 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매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에서 신약프로젝트를

우 다양하다.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선정할 때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기술적 우위에 대한 평가가 非

을 분석한 문맥연구에서도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

바이오 의약품의 평가에서 보다 더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이

기 때문에 명목화 하기 어렵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합성의약품이나 천연물의약품의

개발사업단 1단계에 지원 과제 대상으로 과제 선정에 영향을 미

경우는 바이오 의약품보다 오랜 기간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단

치는 평가요인들을 분석한 한가지 사례 연구라는 한계점이 존

로 보고되고 있다.

15)

12)

본 연구는 범부처전주기신약

순히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보다 실제 개발에 성공하여 시장에

재한다. 기술성과 시장성, 권리성이 과제선정에 유의미한 영향

진출하였을 때 존재하는 미충족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의약

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나 각 항목에 들어가는 분류를 세분화한

품의 성공에 더 중요한 평가 요인이 될 것이기에 평가에서 중

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이 가능 할 것이다. 사업단 지원

요하게 다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과제들의 표본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한계로 작용했다.

연구기관이 산업계인지 혹은 非산업계인지에 따라서 분석해

본 연구는 동일한 집단을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특성으로 그

본 결과 두 그룹 모두에서 미충족 수요에 대한 평가 요인이 유

룹화하여 각 그룹별 과제 선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세분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업계의 경우 기술의 우위성의

화하여 분석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향후 신약개발 프로젝트

평가요인이, 非산업계의 경우 작용기전에 대한 평가요인이 각각

선정 혹은 프로젝트 관리 및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과제의 특

유의한 평가요인으로 나왔다. 이는 연구의 주체가 산업계든 非

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사전

산업계든 실제 수요가 있는 연구가 신약개발 프로젝트 선정에

고려한다면 성공적인 과제 선정을 이루어 R&D 생산성 효율화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계, 특히 바이오 벤

및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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