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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방안

연구정보 관리 및 분석 컨설팅은 (주) 인실리코 !

01  디지털 시대의 기업 R&D 방향

         과학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방안

                            ‘기술과 혁신 기사’ 발췌 (주) 인실리코 최승훈 대표 
최근 인공지능이 전 산업계의 화두가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적

용되고 있지만, 과학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활

용은 아직 미미한 정도이다. 

이 글에서는 당사의 기업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 개발, 생

산,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를 소개하고, 해당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사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술하고자 한다.

들어가면서

최근 산업계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고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 압승을 거둔 뒤로 4

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으며 모든 산업계에서 단연 화두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이란 ‘기계를 인간 행동에서 지식에서와 같이 행동하게 하는 것’의 개념은 1956년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최초로 정의되었다. 1950년대에 처음 탄생한 인공지능은 계산 능력과 논리 체계의 한계로 첫 번째 빙하기에 들어갔

고, 1990년대에 신경망 알고리즘의 등장으로 두 번째 부활기를 맞이하였지만,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에 적

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로 다시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한편 2015년경 다시 시작된 인공지능의 세 번째 부활은

혁신적인 알고리즘의 등장, 컴퓨터 파워의 급격한 향상, 사물인터넷에 기반을 둔 데이터의 급증에 도움을 받아 시작

되었다. 4차 산업 혁명과 스마트 제조 및 공장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연계하여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과학이나 공학 분야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면, 해외에서는 기술선진국을 중심으로 소재 개발에 인

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국가적 관점에서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2011년

“Materials Genome Intiative”가 출범한 이후, 신소재 개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험, 계산, 이론을 통합한 R&D

및 혁신 인프라 구축에 5억 달라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Materials research by Information Integrati

on Intitative” 사업을 기반으로 2015년부터 5년간 21억엔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지, 자성, 열전 소재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소재 연구 방법과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올해부

터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솔루션센터에서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열 및 전기특성 플라스틱 복합수지의 조성 및

물성 정보를 문헌, 시뮬레이션, 실험에서 수집하여 소재 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플라

스틱 복합수지 조성/물성 예측 및 용도 추천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제를 진행 중이다.

 기술의 발전이 점점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계의 지능이 결국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점이 올텐데 이를 ‘기술적 특

이점(Technical Singularity)’이라 한다. 이미 체스 게임 (IBM 딥블루/1997), 퀴즈쇼(IBM 왓슨/2011), 바둑(구글 

딥마인드 알파고/2016) 등의 분야에서는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했지만, 과학 분야 전반에 걸친 특이점은 체계적으로

축적된 데이터의 한계로 아직 요원하다. 이 글에서는 과학 데이터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세부 분야에 대하여 그 방법과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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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니버스 스터디 2011, 한국정보화진흥원>

그림1 인공지능, 두 번의 빙하기와 세 번째 부활

표1 기계학습 알고리즘 분류

당사의 기업 자문 경험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과학

분야 활용을 시도하는 실무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업무의 시작

부터 예측이라는 단계에 집중하여 섣부른 기대 때문에 실패한 

사례들을 다수 관찰하였으며, 과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실직

적이며 효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균질화된 데이터의 수

집과 체계적인 특성화 및 데이터의 전처리에 훨씬 더 많은 시

간과 노력을 집중해야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

용한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표1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도 학습은 입력 데이터에 대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관

점에서 명시적인 정답(Label)이 주어진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

다. 이러한 정답은 사람에 의해서 정의되기 때문에 입렫된 데

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사람으로부터 

지도(Supervised)를 받는 것이 된다. 지도 학습에는 학습을 

통해 입력 데이터가 어떤 종류인지 구별해내는 분류(Classific

ation) 알고리즘과 연속적인 숫자 값을 예측하는 예측(Predic

tion) 알고리즘이 있다. 분류 알고리즘 에는,kNN (k nearest

neighbor), 의사 결정 트리(Decision Tree),

과학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 방법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과학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그런 다음,

수집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모델링 가능한 형태로 전처리한다. 전처리가 완료되면 기계학습을 통해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고, 만들어진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아직 진행하지 않은 실험에 대한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다. 실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

되면 이를 활용하여 기존 모델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림2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 데이터의 예측 과정과 단계별 주요 업

무를 도식화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이 연구 수준을 넘어 상용화의 단계로 발전하면서 연구, 개발, 생산, 품질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

되어 생산성을 가속하는 혁신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 분야는 타 산업 대비 정형화된 데이터의 축적

에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비

교적 데이터의 취합이 쉬워 우선 적용이 가능한 세 개의 분야인 (1)평가와 판정, (2) 제품의 최적 성분 및 조성 예측, 

(3)사고선행 예측 및 공정조건 최적화에 대하여 서술한다.

 평가와 판정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검사공정을 도입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품질평가 과정에 얻어지는 각종

이미지나 기기분석의 결과인 분광학적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생산현장에서 양품과 불향 판단 등의 품질분석 결과 판정

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로 당사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수년간 생산된 기기분석 데이터를

처리, 가공하여 인공지능 기반으로 인화성 물질 포함 여부를 객관적으로 예측, 판정할 수 잇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화재 현장에서 채취한 샘플에 방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독을 위해 GD-MS 스펙트럼 분석 시 인공지능을 활용하

여 방화물질 포함 여부를 판정한다. 인화성 물질의 존재 유무를 정략적인 수치로 예측함으로써 연구원들의 판단에 사

전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향후에는 인공지능에 의한 방화물질 감식의 완전

대체를 기대한다.

 제품의 최적 성분 및 조성 예측

 고분자 소재의 성분과 조성을 최적하화는 과정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다. 타이어, 전선 케이블, 폴리우레탄

등의 고분자 소재 연구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실험 자료를 기반으로 조성 설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효율 저비용의 제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등이 있고, 예측 알고리즘에는 대표적으로 회귀(Regression)가 있다. 

인공 신경망(Artificials 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구축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인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

eural Net-work),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과 같은 딥러닝 역시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예다. 지도

학습은 명시적인 정답이 정의된 상태에서 학습하므로 더욱 정확한 학습이 가능하다.

 반면, 입력 데이터의 판단 결과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컴퓨터가 사람으로부터 지도받은것이 없으므로 비지

도 학습이라고 한다. 입력 데이터에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확보된 데이터의 패턴, 특성을 분석해서 서로 유사

한 특성을 가지는 데이터끼리 군집화(Clustering) 하는 것이 학습 목표이다. 준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의 중간 단계로 보유한 데이터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단 결과가 주어지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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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 시스템, 품질관리 시스템은 DASSAULT SYSTEMES BIOVIA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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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적용 가능한 과학 분야

마지막으로 알파고의 학습 모델로 잘 알려진 강화 학습은 어떤 환경(Environment) 안에서 에이전트(Agent)가 현재

의 상태(State)를 관찰해서 어떤 행동(Action)을 취하는 것이 보상(Reward)을 최대화하는지 학습하는 방법이다. 행

동을 취할 때마다 보상과 손실(Penalty)이 주어지는데,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이러한 보상은

행동을 취한 즉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학습에 비해 난도가 높다. 이러한 강화 학습은 게임, 로보틱스

, 자율주행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학습 방법으로, DQN(Deep Q-Network)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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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p, 21 CFR Part 11 규제준수가 가능한 솔루션 컨설팅 전문 인실리코 !

품개발이 가능하다. 원료 및 첨가제 배합 비율에 따른 고분자 소재의 다양한 제품 물성을 예측하거나, 원하는 목적 물

성에 적합한 원료 및 첨가제의성분 및 조성을 추천하다. 또한, 새로운 실험 자료 를 추가하여 모델을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자가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모델 정확도 개선이 가능하다. 당사에 서는 자체 출원한 조성 추천 시스템

특허에 기반하여 다양한 고분자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한 성분 및 조성 최적화와 관련된 기업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고 선행 예측 및 공정 조건 최적화

 인공지능은 사고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변수를 발굴하여 공정 사고를 선행 예측하거나, 생산공정의 운전 변수(Ta

g)를 최적화하여 제품 품질 향상 및 수익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06)

그림3 경제성을 고려한 공정 조건 최적화 제조공정에서 사고란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도 있는 매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며, 

현재는 변수의 관측에 기반한 사후 판정이 일반적

수준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사고의 징후를 조

기에 발견할 수 있는 민감한 변수의 개발을 통해 

이상징후 발생 시 공정 인자를 사전에 재조정함으

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고전적인 통계적 생산관

리와 연계하여 제품의 품질 결과와 생산공정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품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를 선정하고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한 차

원 고도화된 공정조건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다. 생

산현장에서는 품질에 기반한 공정 최적화뿐만 아니

라 가장 경제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성에 기반한 공정 최적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제품 및 부산물 판

매)과 지출비용(원료 및 에너지 소비)을 기반으로 경

제성 모델을 정의하고, 수익성과 공정 변수 간의 상관

분석을 통해 수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공정 변수를 

최적화함으로써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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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기업 R&D 방향

제조 공정 정보 관리 시스템 컨설팅은 인실리코와 함께  !

(07)

글을 마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섣부른 과학 분야의 인공지능 응용은 또 다른 실패를 양산할 수 있기에 과학 분야 데이터의 특

이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편적 인공지능 방법론을 바로 적용한다면, 현재 축적된 기업 데이터의 비

체계성, 비균질성, 비정형성으로 인해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예측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데

이터 수집 전략이 선행되고, 그 후에 인공지능 기술들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순차적인 접근이 절실하다. 이러한 접근

방법에서, 필자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을 선정해보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1)시급성에 기반한 집중 과제의 선정,

 착수 및 성공 사례 도출이 필요하며, 이와  장기적으로 (2)연구-개발-생산-품질의 전주기를 걸친 각 단위 과정 데이터

의 체계적 수집 체계 구축과 (3)수집된 전주기 데이터의 통합적 연계를 위한 분석 시스템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첫 번째 항목인 집중 과제의 선정과 우수 성공사례의 도출은 기업에 따라 상황이 달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하

기에 추가 서술을 생략한다. 두 번째 항목인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데이터 취합에 대하여 논의해 보면, 생산이나 품질

과 연계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데이터이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반 IT 시스템인 ERP(Enterprise Resourc

e Planning),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RTDB(Real Time Database), LIMS(Laboratory Informa

tion Management System) 등을 통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과정 중에 발생하는 데이

터는 스펙트럼, 이미지 등의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하기에 데이터의 취합 및 전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표

준화된 양식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취합하는 문화가 아직 국내 기업에 정착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러한 취약점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총괄적 청사진에 기반한

순차적인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순차적으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업에 적합한 표준화된 사용

시스템의 도입을 추천한다. 마지막 중요 항목인 전주기(연구-개발-생산-품질) 데이터의 연계분석은 총괄적 디지털 맥

락화로 대변될 수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로부터 제품 출하의 전 과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인자를

전체 단계 및 공정에 따라 문맥화하고 분석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 추출하여 분석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한다.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의 개발, 이관, 양산

, 품질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제조의 물결은 산업 분야나 기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연구 개발을 포함하는 과학 분야

에도 전 주기에 걸친 단위 데이터 취합 시스템의 구축과 전 주기 통합 디지털 문맥화를 기반으로 그리 머지않은 시기에

커다란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되며 필자는 과학 분야에서의 기술적 특이점도 10년 이내에 50%에 도달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이제 또 다른 과학 혁명을 위한 10년 후를 준비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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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생산공정 문제 원인, 결과 분석이 가능한 솔루션은 인실리코와 함께 !

데이터 주도형 의사결정 시대 

 한 해 동안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에서 하루 생성되는 데

이터양은 2.5엑사바이트(1 엑사바이트 = 약 10억 기가바이트)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크기가 짐작조차 안되지만 단순히

비교해보면 해리포터 책 6,500억 권에 육박하는 데이터가 하루만에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데이터 용

량을 넘어서는 거대한 규모의 다양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빅 데이터(Big Data)’라고 합니다. 

 ICT 기술 발전을 통해 스마트 기기가 확산되고, 분야를 막론하고 IoT 기술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빅데이터의

기반은 더욱 확고해져 가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는 빅 데이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환경이 되었습니

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도 함께 발전하게 되었고,그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리서치 전문회사인 가트너의 수석 부사장인 피터 손더가드(Peter Sondergaard)는 “빅 데이터는 21세기의 원

유”라고 정의했습니다. 원유는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나오는 제품이 천차만별이듯이, 빅 데이터도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과 정부·공공기관에서도 수년 전 부터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016년 빅데이터 시

장현황조사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2015년과 비교하여 정부·공공시장은 43.1%, 민간시장(시스템 투자)

는 27.2%, 민간시장(분석 대행)은 26.8%가 성장했으며, 전체적으로는 31.1% 성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세는 20

20년에도 이어질 것이며, 성장 속도도 더 빨라 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은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소셜커머스,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서도 그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때로운 새로운 친구를, 때로는 제품을, 때로는 드라마나 영

화를 추천해 줍니다. 신기하게도 그 추천된 것이 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추천된 정보를 참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즉, 이제는 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단순히 참고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의사결정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예일 것입니다.

 이제 데이터 주도형 의사결정은 단순히 새롭고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

지 개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은 기업이나 연구소 등 조직단위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훨씬 더 복잡합니다. 

또한, 하나의 의사결정이 조직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주도형 의사 결정 트렌드는 개인이나 조직

그리고 분야를 막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필수 요소이자 필연적인 흐름이 되었습니다.

(08)

698

998.6

정부·공공시장

2015 2016

(단위: 억 원)

민간 시장 (분석 대행)

2015 2016

(단위: 억 원)

134

162.4

[출처: 2016년 빅데이터 시장현황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민간 시장

2015 2016

(단위: 억 원)

1,791

2,278.4

(시스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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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문서관리 시스템, 전자 SOP 관리는 인실리코와 함께 !

(09)

IN
의사결정의 원천, 데이터(Data)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바로 데이터의 학습입니다. 지금 연구자의 실험을 보완하는 수준까지 올 수 있었

던 것도 이미 수많은 화학 실험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여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연구자를 보조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연구자를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잘 쌓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도, 원료가 되는 데이터가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다면 정확한 예측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과학 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화학 분야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 현대 화학이 성립된

18세기 이후 가장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쳐(Nat

ure)’지에 게재된 ‘Machine learning for molecular and materials s

cience’이란 논문에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 최근 화학연구 

패턴을 어떻게 바꾸어 놓고 있는지 연구자 관점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

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새로운 합성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은 직관이나

우연 그리고 무수한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과정이어서 그로 인해 연구

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와같은 어려운 일들을 머신러

닝으로 대체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화학데이터를 학습하여, 그것을 통

해새로운 물질 설계를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

론 아직 연구자의 실험과정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나중에

는 실험을 대체하여 머신러닝으로 신물질을 개발하는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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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단축, 규정 준수 위험의 감소 솔루션 컨설팅은 인실리코 !

(10)

 연구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양질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다

 

 

 

 

“ ”ICT 기술 발달로 다양한 데이터가 잘 쌓이고 있지만,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디지털 데이터를 나에게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

“ ”현재 데이터는 양적인 부분에만 너무 치우쳐있다.
데이터를 찾기도 어렵고 품질도 좋지 않아
기업들이 사용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경쟁력있는 재화가 되지 못한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이정현
한국데이터진흥원 실장

[출처: “데이터 강국 되려면 R&D부터 바꿔야” 기사 인터뷰 내용 중, ZDNet Korea]

90TB

80%

의료 데이터

버려지는 의료 데이터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도 데이터 양은 이미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데이터가 질적으로 우수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

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충분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요? 질적으로

우수한 데이터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근 데이터와 관련하여 국내 의료 산업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생하

는 데이터는 특성상 80~90%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로 이뤄져 있다 보니 병원에서 하루

에도 무수히 쏟아지는 데이터가 있을지라도,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은 데이터를 활용하기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5대 상급 병원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한 달에 약 90TB(테라바이트)에 달하지만 약 80% 이상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

니다. 이처럼 의료 기관에서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진 수많은 데이터를 버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가 표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

료 데이터는 병원, 의사,간호사 또는 의료기기마다 서로 다른 형식으로 데이터를 쏟아냅

니다. 이렇게 쏟아낸 데이터는 양적으로는 풍부할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형편없는 데이

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형화, 표준화 되지 않은 데이터는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물을 산

출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데이터를 다시 표준화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적으로 우수한 데이터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미 답은 위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 의료 산업 사례를 소개했

지만, 분야를 막론하고 데이터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처음 입력하는 단계부터 

반듯이 정형화 및 표준화하여 데이터를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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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운영 효율성 향상 및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싶다면 인실리코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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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고 있는 소중한 연구 데이터

서면 형태

-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기록하기 어려움

- 데이터 보관을 위한 물리적 공간 필요

- 과거 연구 데이터 검색 어려움

- 연구원 간 데이터 공유 어려움

- 물리적 손망실 위험이 높음

- 비효율적인 점검 프로세스

-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어려움

- 연구 데이터의 분산

- 연구자마다 다른 연구 데이터 포맷

- 과거 연구 데이터 검색 어려움

- 인적 변동에 대한 대처 어려움

-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 어려움

- 데이터 표준화 비용 발생

- 데이터 백업 어려움 

자립형 솔루션 형태

 의료 산업처럼 데이터 관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화학, 제약/바이오 분야의 연구 개발을 담

당하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위 분야 연구자들은 과거부터 소중한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보관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는 서면 형태로 연구 정보를 기록했고, 그

결과물 또한 물리적인 장소에 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연구실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연구실 내 실험기기는 디지털화·고도화 되었으며, 연구자들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지면서 실제 연구정보를 PC, 스

마트 폰 또는 테블릿 기기를 활용하여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구실에서 쏟아내는 데이터의 양은 이전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으며, 그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도 아직 국내 대다수의 화학, 제약/바이오 분야의 연구실은 서면 형태로 연구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부 연구실에서는 연구 정보를 서면 형태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를 느껴 Word,Excel 및 P

DF 등과 같은 자립형(Stand alone) 솔루션을 활용하여 연구데이터를 기록하여, 파일 형태로 연구자 개인 PC나 공용

폴더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 형태 및  자립형(Stand Alone) 솔루션을 활용하여 연구 정보를 기록하는 방

법 모두 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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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비용 절감은 DASSAULT SYSTEMES BIOVIA Sol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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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방치되고 있는 소중한 연구 데이터

1위 2위 3위

비용
습관 구축

기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연구 데이터 관리 솔루션

으~아!
이 많은 데이터를

언제 다 정리하지?!ㅜㅜ 드디어 찾았다!
근데... 유효 기간이

지난거 같은데?

...망했다!
오늘까지 결과 보고서
작성해야 하는데;;

어디보자~ 
결과가 좋지않네,

기록할 필요 없겠지?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실험실에서 서면 및 자립형 솔루션 형태로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위와 같은 극명한 단

점을 보이는 이유에도 연구자와 연구소 혹은 회사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구개발 실험실에

 소속된 연구원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장벽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비용 문제였습니다. 새로

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데,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곳에 투자가

어렵다는 의견이었 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습관입니다. 연구소 내 굳어 습관 혹은 연구원 개인의 습관 등 새로운 방

식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지금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장벽은 구축 기간입니다. 각 연구실 환경에 맞게 시스템 환경을

구성하는데 인적, 시간적 소모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입을 꺼린다는 이

유였습니다. 위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연구원들은 현재 유지하고 있

는 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연구실에서 수많은 소

중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현재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연구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떤 것이 더 손해일까요?

 우리나라 속담 중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이 있죠. IT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산업 혁명의 흐름 속에

서 체계적으로 축적된 연구 데이터의 가치가 무궁무진해진 이 시대에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습관을 극복하지 못해 소

중한 연구 데이터를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아마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잠재적 기회비용이 더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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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생산을 위한 SMART Factory 구축 솔루션은 Discover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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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연구 데이터 관리 솔루션

 스마트 연구 정보 관리 솔루션 TechneMine은 단순히 연구 데이터를 저장하는 솔루션을 넘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

기 위한 기반이 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 목표로 가는 첫 발걸음이 현재 TechneM

ine의 데이터 입력 방식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쟁력은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하느냐에 달려있습

니다. TechneMine은 연구 데이터의 정형화 및 표준화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TM LABNOTE

TM MATERIAL
TM INVENTORY

PLATFORM

물질 데이터 관리

전자 연구노트

재고 데이터 관리
화학, 제약/바이오 분야 모두 단순히
연구를 통해 새로운 물질을 개발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표준화하여 체계적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여러분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현대 연구실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비정형 데이터를 쏟아냅니다.
이제 연구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보다 어떻게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연구 데이터의 표준화, 비정형 데이터의 정형화가
연구개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실험실 재고 관리 솔루션은 기존의
 재고 관리 툴과는 달라야 합니다.
  실시간 재고 및 물질 데이터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경제성
    뿐만 아니라 연구 효율성도
     함께 증대시킬 수 있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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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QC, QA, 생산을 위한 통합실험실 관리 솔루션은 OneL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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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과 어려움

 최근 산업계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사물인터넷, 스마트 제조공장 등에 기

반을 두어 많은 양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발생하고 및 처리를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단순히 쌓아 놓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여 유용한 가치를 얻

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빅데이

터’라고 부르며 빅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R Program, Python과 같은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램 

언어들이 있고 최근에는 Machine Learning과 같은 작업을 통해 데

이터간 관계성 파악 및 예측 작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

그램들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

니다. 그래서 분석/모델링을 데이터 분석 전문가에 맡기는 경우를 주

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분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전문가는 분석 의뢰서를 토대로 전반적 사항에 대

한 논의와 피드백을 통해 분석 방법을 선정한 뒤 결과를 도출하여 연구자에게 중간점검을 받습니다. 수정사항이 발생

하면 다시 피드백 과정을 거친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상당하며 의도치 않

은 결과 발생 또는 추가 분석 발생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Pipeline Pilot 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솔루션입니다. 사전

정의된 수많은 기능이 아이콘화되어 기존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

하여 수개월 동안 개발해야 했던 분석 프로그램을 Drag & Drop을 통한 연결만으

로도 원하는 분석, 예측 시스템을 누구든지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

를 바로 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물론 처리 시간을 줄임으로써 데이터 수집, 집계 및

보고서 준비를 매우 쉽게 만들어 줍니다. 이를 통해 IT와 연구 과정에서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연구개발 과정의 최적화 및 효율성을 최대화 시켜줄 수 있습니다. 

모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볼까?

내가 배워서 할까?!...

그럼 프로그램은 또
언제 배우지?

다시 맡기면
또 언제쯤

받을 수 있지?!

전문가 연구원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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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활용

 연구자들을 위한 쉬운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는 Pipeline Pilot !

(15)

Pipeline Pilot과 함께하면  복잡한 분석도 

                                         간단히 수행 할 수 있습니다.

 Pipeline Pilot Collection은 아래처럼 다양한 데이터 형태에 대해 최적화된 분석을 제공합니다. 

Machine 
Learning

Data Modeling
대량의 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된 학습 기법,데이터 모델링, 필터링, 클러스터 기능을 제공합니다.
(Bayesian, PCA, LS, PLS, RP, 파레토 최적화 등)

, , 

R Sta�s�cs
R과 연동하여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및 그래픽을 지원합니다.

Chemistry

Basic Chemistry
다양한 필터 기능과 Machine Learning 방법을 이용하여 화합물의 분석, 프로파일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ADMET
합성을 하고자 하는 분자들이나 시약 라이브러리 및 스크리닝 라이브러리의 흡수(absorption), 분포(distribution), 
대사(metabolism), 배설(excretion) 및 독성치를 예측해줍니다.

ChemMining
공개된 자료나 내부 연구 문서에 포함된 화학 구조 등의 검색 관리를 통해 중복되는 연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Polymer Property
온도와 분자량 그리고 고분자의 repeat unit의 정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고분자 물성을 예측해줍니다.

Biology

Gene Expression
Gene expression 실험 결과에 대해 시각화, 유전자 구조 분석, 개별 표적 유전자, 주석 달기 및 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BioConductor 기반)

Mass Spectrometry for Proteomics
Proteomics와 Metabolomics 과정에 관한 분석을 지원합니다.

Sequence Analysis 
생화학적인 유전자 서열 정보의 분석과 구조 분석 등 과 같은 생물 정보 분석을 수행합니다.(BLAST, CustalW 등)

ETC
Laboratory
각종 실험 및 분석 기기로 부터 작성된 Plate, NMR, 분광데이터 등을 판독하여 분석해줍니다.
Image
이미지 데이터를 검색, 병합, 분석 및 가공, 보고서 작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BIOVIA

Materials Studio
Reflex, Reflex QPA, QSAR Plus등의 기능과 Materials Studio의 모델링 기능을 자동화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scovery Studio
CHARMm, MODELER, ZDOCK, CATALYST, DelPhi, DMol3, TOPKAT 등의 기능과 Dicsovery Studio의 다양한 프로토콜을 
수정 및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Pipeline Pilot은 대규모의 화학, genomic, proteomic, 실험 및 기기 측정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읽어와 molecular behavior부터 최적 생산 프로세스 탐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신속하게 분석, 해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분석의 결과를 요약한 report를 작성하여 쉽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RUN
Biology

Text

Spectra

Gene

Chemistr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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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바이오 기업을 위한 규제준수 솔루션 QUMAS !

(16)

 2분기  예정 행사 안내

한국고분자 춘계학술대회 KOREA LAB 2019
전시명: 한국고분자 춘계학술대회 참가

일시: 2019년 4월 10일(수)~12일(금)

장소: 부산컨벤션센터(BEXCO)

제품: BIOVIA Simulation Solution

         Materials Studio

전시명: 제13회 국제연구실험 및 첨단분석장비전

일시: 2019년 4월 16일(수)~19일(금)

장소: KINTEX 1전시장

제품: BIVOIA Enterprise Solution

         Pipline Pilot, QUMAS, OneLab 등

생화학분자 국제학술대회
전시명: 생화학분자 국제학술대회

일시: 2019년 6월 2일(일)~4일(수)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제품: BIOVIA Simualtion Solution_Discovery Studio

Materials Studio 정기교육 일정
주제: 분자모델링을 입문자를 위한 MS 기본 교육

일시: 2019년 4월 19일 (금)

주제: 분자모델링을 입문자를 위한 MS 기본 교육

일시: 2019년 6월 28일 (금)

Discovery Studio 정기교육 일정
주제: 분자모델링을 입문자를 위한 DS 기본 교육

일시: 2019년 4월 26일 (금)

주제: 화합물 라이브러리 분석 및 활성 예측

         Library Analysis & QSAR

일시: 2019년 5월 24일 (금)

DASSAULT SYSTEMES BIOVIA Community Conference
전시명: 다쏘시스템 바이오비아 커뮤니티 컨퍼런스

일시: 2019년 5월 21일(화)

장소: JW메리어트호텔 서울

제품: DASSAULT SYSTEMES BIOVIA

2018년 5월 다쏘시스템즈 바이오비아 행사 모습 

정기교육 신청 http://www.insilico.co.kr/3ds





INSILICO / 다쏘시스템즈 공식 파트너사 (주)인실리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602호

T. 031-628-0319     F. 031-628-0333     E. info@insilico.co.kr  

www.insilico.co.kr/3ds

2019년 2분기 인실리코 매거진에서는 영국의 정치가, 저술가, 웅변가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인 윈스턴 처칠 명언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솔루션에 대해서 낯설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시스템 컨설팅에서 구축까지 다양한 분야

공정정보 관리, 제조/생산, 분자 모델링, 연구개발, 규제준수, 품질관리, 연구정보 관리 및 분석 등

통합 솔루션에 대한 컨설팅에서 구축까지 인실리코와 함께하시면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다쏘시스템즈 공식 파트너사인 (주)인실리코는 

R&D, Manufacturing, QA,QC를 돕는 다양한 솔루션 컨설팅 전문기업입니다.

“A pessimist sees the difficulty in every opportunity; 
an optimist sees the opportunity in every difficulty.”

Sir Winston Churchill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윈스턴 처칠

과학분야 IT솔루션 전문기업 인실리코가 당신의 어려움을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