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의 약물, 하나의 타깃?

신약개발은 긴 시간과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신약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판매가 되기까지 약 10년의 시간과 1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10년과 1조원

을 투자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물질 발

굴, 독성검사, 임상시험 등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 속에 중간

에 실패하거나, 혹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

다. 사람에게 쓰이는 신약이기에 심사는 더욱 엄격해야하고,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일수록 원인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문득 궁금증이 생깁니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VR(가상현실) 등등 다양한 최첨단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

는데 왜 신약개발은 속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약물, 하나의 타깃’이라는 패러다임의 연구

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특정 후보

물질 하나를 연구하는 것이죠. 융통성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

만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신약개발자들이 실현해온 패러다

임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이 후보물질

이 다른 질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라거나 ‘꼭 하나만 사

용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면 어떨

까?’와 같이 기존 패러다임을 깨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후보물질을 다양하게 조합하거나, 다른 질병에 적용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우의 수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계산하고 실험해야할 범위가 넓어진다는 건데요. 가능성을 

늘려감과 동시에 성공률을 높이고,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바

이오 빅데이터’의 축적이 필수입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대두됨에 따라 바이오 분야의 데이터 역시 급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미국국립

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 지원하

는 유전체 관련 데이터베이스인 dbGaP(database Gen-

otypes and Phenotypes)에는 매년 20%씩 데이터가 증

가해 현재 약 120만 명의 개인별 임상 정보와 유전체 데이

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약 700여 개의 연구에 활용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NIH 과제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국립

생물정보센터(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 제출하고 있으며, 등록되는 유전체 데이터

는 약 2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관리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 1년에 유전체 빅데이터 관리비용으로 소요

하는 예산만 약 4,000억원입니다. 

2015년 PLOS Biology는 2025년 빅데이터 시대를 주도

할 네 가지 항목으로 유튜브와 트위터, 천문학데이터 그리

고 유전체 데이터를 꼽았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2025년 유

전체 데이터는 약 2,000PB~4,000PB(페타바이트)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과 이를 관리

할 비용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양’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질’

도 중요합니다. 미국과 EU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엄격한 품

질관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123개국이 국제커뮤니티 RDA(Research Data Alli-

바이오 빅데이터로 여는 질병 정복의 시대

BIO BIGDATA ance)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데이터들은 기본

적으로 ‘FAIR’라는 연구데이터 공개원칙을 따르고 있습니

다. 데이터는 찾을 수 있고(Findable), 접근 가능해야 하며

(Accessible),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고(Interoperable), 재

사용이 가능해야(Re-usable) 합니다.

이를 원칙으로 각국의 바이오 데이터베이스가 운영 중이며, 

2020년 3월 기준 미국이 1,307개의 DB로 1위를 기록하고 있

고, 중국이 764개로 2위, 영국이 388개로 3위, 독일이 312개

로 4위, 프랑스가 211개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는 약 123개의 바이오 DB가 개발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희망으로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 미국 보스턴 지역 대학에선 

‘볼거리’로 알려진 유행성 이하선염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

작했습니다. 이에 매사추세츠 주 공중보건국과 지역대학 보

건서비스가 협력을 이뤄 유전체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진

행됐습니다. Harvard Broad Institute 연구팀은 역학 데이

터와 감염된 환자 201명의 유전체 서열을 분석했습니다. 또 

이를 비교하기 위해 전세계 유행성 이하선염 감염 사례 중 

3,646개의 공개형 시퀀스를 활용 했으며, 미국 질병관리본

부 역시 제출된 양성사례 중 샘플을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전염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일 수 있었고, 발생원과 전파경로 및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

습니다. 적절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활용으로 질병의 심

각도를 낮춤과 동시에 백신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확보함으

로써 전염병을 막을 수 있던 사례입니다.

현재 각국의 바이오 데이터베이스 운영기관 및 기업은 제약사

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포

함한 인공지능 기업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간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데이터 활용을 통해 가능성을 발

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국가 암 문샷(National Cancer 

Moonshot)’과 같은 초거대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 19) ’

가 퍼져나가며 팬데믹(Pandemic)이 선포된 상황입니다. 우

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에서 치료제와 백신, 진단키트 등 연구

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모여 세상을 아

픔에서 벗어나게 해줄 치료제의 기반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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