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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1.1. 작성 배경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의 영향으로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날로 증가1)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는 2016년 66만명이었으나 2024년 백만명, 2039년 

2백만명, 2050년에 3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

[그림 1] 우리나라의 연도별 치매환자 수 및 유병률 추이(2016~2060)

- 2017년 우리나라 전체인구 51,230,704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066,201명으로 

13.8%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 추정 치매환자는 약 70만명, 평균 치매유병율은 10.0%

-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알츠하이머의 경우 2050년이 되면 미국에서만 1,300만명, 

전 세계적으로는 1억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2)

1) 남효정 외 3인(’18.12)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

2) Cummings et al., Alzheimer’s Disease Drug Development & Emerging Therapies,  Practical Neurolog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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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환자의 연간 총 관리비용은 2015년 13조 2천억원(GDP의 약 0.9%)에서 2050년 106조 

5천억원(GDP의 약 3.8%)로 약 8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3)

최근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극복해야 할 

질환 중 치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4)

＊전국 15세~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 (’17.6월)

[그림 2] 극복해야 할 질환 우선순위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대국민 설문결과 중)

� 의료비 지출 부담이 가장 높고(34.3%), 환자·가족의 고통이 가장 크며(54.8%), 가장 발병원인의 

불확실성이 높으면서 치료대안이 부족한(26.4%) 질병인 동시에 발병 시의 치사율/완치율에서도 

암에 이어 두 번째로 위협적인(22.5%) 질환으로 인식

본 동향브리프에서는 치매의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병의 진단 및 

치료기술 관련 현재 동향과 정책제언을 다루고자 함

3) 최호진(2018), 치매국가책임제의 현재와 미래, 대한신경과학회지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018),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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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술의 정의 및 범위

치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알츠하이머는 뇌세포의 퇴화로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의 장애를 초래하는 만성질환5)

� 퇴행성 신경질환(Neurodegenerative Disease)은 신경계의 한 부분 혹은 여러 부분에서 

서서히 끊임없이 진행하는 신경세포의 사멸로 인한 병을 통칭6)

- 퇴행성 신경질환은 발병 부위 및 기전 등에 따라 진행성 인지기능 장애, 진행성 운동실조, 

근력저하 및 근위축 등을 일으킴

- 알츠하이머는 뇌에서 발병하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주로 인지기능 장애를 일으켜 치매의 

주요 원인(전체 치매의 55~70%)이 됨7)

주요 증상 주요 질환

진행성 인지기능 장애 알츠하이머병, 전두측두치매, 루이치매, 피질기저퇴행증 등

진행성 운동실조 파킨슨병, 다계통위축병, 헌팅턴병, 진핵성핵상마비

근력저하 및 근위축 루게릭병, 원발성측삭경화증, 척수근육위축병

<표 1> 퇴행성 신경질환의 분류

※ 출처: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15.9,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시장 동향

� 알츠하이머라는 명칭은 질병을 최초로 발견(1907)한 독일의 의사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에서 

유래

� 알츠하이머 협회(Alzheimer Association)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13%가 이 질병에 

걸리고 이 연령대 환자의 사망률 중 5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WHO는 향후 2050년에는 

전세계 인구 중 1억 1,400만명이 환자일 것으로 예상

�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뇌 속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 콜린성 신경세포의 사멸, 

신경세포 수상돌기의 이상,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 이상, 그 외 산화스트레스와 신경염증

반응 등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고 있음

- 이 중 아밀로이드 가설은 1992년 존 하디와 제럴드 히긴스가 사이언스에 처음으로 제시

했으며,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자체에 신경독성이 있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뭉친 

플라크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환자에게 보이는 병리 증상의 원인이라고 봄

5)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6)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7.8, 신경퇴행성질환 치료제 시장 동향

7)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15.9,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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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양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인지 기능은 되돌리지 

못함으로써 치료 타겟으로서의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은 단일 질병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다양한 장애요인이 존재하여 근본적인 치료제 개발이 어려움

� 알츠하이머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며, 각 요인*이 발병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아밀로이드, 콜린성 뉴런, 수상돌기 뉴런, 미토콘드리아, 대사이상, 그 외에 산화 스트레스와 신경염증 등

-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원인으로는 베타아밀로이드(Amyloid β, 이하 Aβ) 독성 단백질의 

축적과 그로 인한 신경세포의 사멸이 발병 초기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

- 알츠하이머는 베타아밀로이드 반점(plaque)과 과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의 신경섬유 얽힘

(neurofilbrillary tangle)이 특징적임

※ 세포막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선행 단백질이 베타(β)와 감마(γ) 세크레타제(secretase)로 잘리면 

유해한 아밀로이드 베타 단위체(oligomer)가 형성되고, 세포 내 미세소관(microtubule)을 이루는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하면서 세포 내 침착

- 그러나, apoE 유전자, 알파-시누클레인(alpha-synuclein) 단백질 변화, 산화 스트레스, 노화에 

따른 미엘린 파괴 등 다양한 뇌손상이 영향을 미쳐, 직접적인 발병 기작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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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알츠하이머의 병리기전(Bourdenx, 2017)

� 알츠하이머 병 관련 주요 연구 분야는 질병 대응 단계에 따라 기전규명, 진단, 예방과 치료제 

개발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조기진단과 질병조절약물 개발이 중심

� 그러나, 약 1,00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 시냅스로 구성된 두뇌 특성 상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이 어려움

＊죽은 신경세포는 재생이 불가능한 점, 혈뇌장벽(Blood Brain Barrier)이 일반적인 약물이나 항체가 

뇌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점, 설치류 등 동물 모델에서 퇴행성 뇌질환을 재연하기 어려운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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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술동향

2.1 글로벌 기술동향

알츠하이머 관련 논문 수는 최근 10년 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

(dementia) 또는 혈관성 치매, 기타 퇴행성 뇌질환 등 유사 분야 대비 관심도가 높음

� 퇴행성 뇌질환 주요 질병 관련 키워드로 검색되는 논문의 수8)는 전반적으로 증가

- 치매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dementia) 검색 결과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0년 

4,082건에서 2018년에는 94.7% 증가한 7,946건을 기록하였고 그 중 전두측두엽 치매, 

루이소체 치매 등의 증가율이 높음

-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병은 논문 발표건수가 타 질환 대비 높으나, 최근 10년 간 발표건수가 

각각 32.1%, 39.2% 증가하여 증가율 자체는 다소 낮음

[그림 4] 최근 10년 간 퇴행성 뇌질환 관련 논문 현황(Pubmed)

8) Pubmed에서 Title/Abstract 또는 Text Word 항목에 해당 키워드를 포함하는 논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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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츠하이머 관련 등록특허 역시 200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9)

- 알츠하이머 관련 등록특허 비중은 미국과 유럽의 비중이 높고 타 국가의 건수는 미미한 

수준

                                                                    * 2019년은 7월 기준

[그림 5] 알츠하이머 관련 국가별·연도별 등록특허 현황

9) 한국특허정보원의 KIPRIS(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의 국내외 특허정보에 대해 각 

질병명으로 검색한 결과(연도는 등록일 기준)



8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13호

알츠하이머 진단·치료기술

퇴행성 뇌질환 관련 임상건수는 2000년대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병의 비중이 가장 높음10)

� 퇴행성 뇌질환 주요 질병 관련 키워드로 검색되는 임상건수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병 관련 임상건수와 증가율은 유사하며, 타 질환과 비교하면 크게 높음

[그림 6] 퇴행성 뇌질환 관련 연도별 임상시험 현황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 등을 임상진단만으로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병행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이 활발11)

� 알츠하이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은 수술을 통해 얻은 뇌조직에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을 염색하는 것이나, 살아있는 환자에 적용하기 어려움

10) 미국 NIH의 http://clinicaltrials.gov에서 각 질환명으로 검색한 임상시험 데이터를 연도별로 분석함

11) 조철만 외, 알츠하이머치매 조기진단 바이오마커 개발 동향, 주간 건강과 질병 제8권(Yoshiyama, Y., et al.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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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영상진단(MRI)를 통해 뇌혈관 질환 여부, 뇌위축(brain atrophy)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뇌위축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만 확인이 가능하여 조기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기 힘듬

- 조기 진단을 위해 임상증상을 대변하거나(surrogate marker),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진단할 수 있는 마커 개발이 필요한 상황 

� 이에 따라, 치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정확한 병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바이오마커 활용

- 치매에 의한 대뇌 기능저하를 평가하기 위해 환자와 보호자와의 문진을 통해 인지기능

(MMSE, S-SDQ, K-DSQ 등), 이상행동(CGA-NPI), 일상생활능력(K-IADL, S-IADL 

등)을 평가한 뒤 Clinical Dementia Rating(CDR) Scale이나 Global Deterioration 

Scale(GDS)에 따라 치매 중증도를 평가12)

- 인지기능 저하 시 일차적으로 신경학적 검사와 갑상선기능검사, 혈액검사, 뇌촬영 등 치료 

가능한 의심질환에 대한 검사를 먼저 수행

※ 갑상선기능저하증, 비타민B12 및 엽산 결핍, 신경매독, 뇌수두증 등 치료 가능한 타 원인질환이 있는 

경우 치매로 보지 않음

※ 뇌촬영에서 뇌경색 및 허혈성 뇌병변 등이 존재하면 혈관성 치매의 가능성이 높음

[그림 7] 알츠하이머의 증상 발현 시기 이전 병리적·임상적 증후와 바이오마커(출처: 조철만 외)

12) 최성혜, 치매의 임상적 진단, The Journal of Korean Diabete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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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츠하이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 

양과 범위 등을 측정하는 PET 검사를 주로 사용하며, 뇌척수액 및 혈액 바이오마커도 이용

- 영상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아밀로이드 PET검사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에 결합하는 물질에 

방사성동위원소를 결합한 물질을 환자에 주사하며, 초기에는 탄소방사성동위원소(C11)를 

주로 사용했으나 현재는 반감기가 긴 불소동위원소(F18)를 주로 사용

※ 대표적으로 베타아밀로이드 표적 영상용 아미비드(성분명 florbetapir)가 미국 FDA에서 최초로 임상 

승인된 후 비자밀(flutametamol, ’13년)과 뉴라체크(florbetaben, ’14년) 등이 승인되어 사용 중

- 뇌척수액에서는 베타아밀로이드 농도 감소와 타우 단백질 및 인산화된 타우단백질 증가를 

측정하는 CSF-Aβ와 CSF-tau/p-tau 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음

- 혈액에서는 혈장 내 베타 아밀로이드 또는 염증성 사이토카인(cytokine), 성장호르몬, 

케모카인(chemokine) 등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비침습적인 

방법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정확도와 재현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상황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 관련 임상은 미국 등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 중심이며, 우리나라에서 지원한 임상의 비중은 현재까지 미미한 수준임

� 알츠하이머 관련 임상건수 상위 10개 sponsor는 대부분 미국의 국가연구기관 및 다국적 

제약회사로 구성됨

�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포함)가 17개의 임상건수를 보유

<표 2> 알츠하이머 관련 누적 임상건수 상위 10개 기업(기관) 목록

(단위: 누적 건수)

순위 개발기업(기관)명 임상건수*/**

1 National Institute on Aging (NIA) 217

2 Pfizer 116

3 Eli Lilly and Company 89

4 JANSSEN 64

5 Eisai Inc. 61

6 Novartis 56

7 Alzheimer's Association 36

8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Clinical Center (CC) 33

9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32

10 GlaxoSmithKline 31

** 미국 NIH의 http://clinicaltrials.gov에서 alzheimer로 검색한 임상 총 2,166(’19.7기준)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며 공동 sponsor의 경우 중복 산출함

** Avid Radiopharmaceuticals(Eli Lilly의 자회사), Wyeth(Pfizer의 자회사), 그 외 기업에 속한 해외법

인이나 합작회사 등을 모회사에 포함시켰으나 기업소유 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경우도 

있어 순위나 임상건수에 일부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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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산업동향

3.1 글로벌 산업동향

알츠하이머 병(Alzheimer’s Disease, AD)은 고령자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현재까지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없음

�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99% 이상의 실패율로 악명 높으며(disease modification drug은 100% 

실패), 2003년 이후 승인된 신약이 없음13)

� 2012년 화이자에서 7억 5천만달러의 개발 투자비를 들인 디메본(Dimebon)의 임상에 

실패함에 따라 타 글로벌 제약기업도 신경과학 부문을 줄이는 등 실패 위험이 높은 신약개발 

중에서도 가장 실패율이 높은 분야 중 하나임

� 알츠하이머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와 NMDA 수용체 길항제는 

일시적 증상 완화만 가능14)15)하여 근본적인 질병조절(disease modifying) 치료제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높음

�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Cholinesterase inhibitor)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아세틸콜린 

분비와 콜린성 신경세포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를 억제하여 

양을 증가시키는 기전

작용기전 약물명 물질명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s

Cognex tacrine

Aricept donepezil

Exelon rivastigmine

Razadyne galantamine

NMDA receptor antagonists Namenda memantine

<표 3> 현재 FDA 승인된 질환별 치료제

13) Jaume et al., Current Research Therapeutic Strategies for Alzheimer’s Disease Treatment, Neural Plasticity, 2016

14) Cummings et al., Alzheimer’s Disease Drug Development & Emerging Therapies,  Practical Neurology, 2019

15)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정지영 전문위원), ‘알츠하이머병과 치료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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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최근(’14) FDA허가를 받은 품목은 기존 2가지 성분의 복합체인 “남자릭(Namzaric)”

이며, donepizil과 memantine의 병용 투여제임

알츠하이머의 대표적인 약물 타겟은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의 생성 또는 

침착 저해제이나, 잇따른 임상 실패로 인해 새로운 기전의 약물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음

� 알츠하이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밀로이드 베타(Aβ) 펩타이드의 침착으로 

형성된 노인반(senile plaque)이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축적을 방지하는 

것이 질병조절 약물에서 가장 흔한 타겟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β- 및 γ-secretase 저해제, 아밀로이드 베타 침착 저해제, 아밀로이드 베타에 

결합하는 항체 등 Aβ 펩타이드의 생성과정이나 침착을 저해하여 농도를 줄이는 후보

물질이 시도되었음

- 2000년대 초반을 전후하여 알츠하이머의 원인물질로 지목되는 Aβ 펩타이드를 인식하는 

항체가 한동안 주목 받았으나, Bapineuzumab(Pfizer)과 Solanezumab(Lilly), Gammagard 

(Baxter)에 대한 3상 임상이 모두 실패했고 최근(’19년 3월) 바이오젠과 에자이의 

Aducanumab 역시 임상시험에 실패

- 혈뇌장벽(Blood-Brain Barrier, BBB) 통과를 위해 혈관내피세포와 아밀로이드 베타 등 

알츠하이머 원인물질에 모두 결합할 수 있는 이중항체는 199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제넨텍이 처음 개발하였고 현재 디날리테라퓨틱스가 가장 앞서 있으나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16)

� 아밀로이드 베타 이외에는 알츠하이머 관련 신경섬유 얽힘에 관여하는 tau 단백질*의 과인산화 

또는 침착을 저해하는 약물이 시도되었고, 그 외에도 미세소관(microtubule)을 안정화 시키거나 

Tau에 결합하는 항체를 이용한 약물이 시도됨

＊뉴런의 모양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타우 단백질이 문제가 생기면 뉴런의 구조가 무너져 신호전달이 

원활하지 못하여 해당 부위의 뇌기능이 저하

※ ’19년 4월 바이오젠은 항Tau 항체인 Gosuranemab의 임상 2단계 시험 중이며, 바이오젠-아이오스는 

알츠하이머 병과 전두측두엽 치매 치료제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개발 중

16) 김성민 외(바이오스펙테이터) 2019, 어떻게 뇌를 고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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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 에피토프 비고

로슈 RG7345 Tau-pS422 임상1상 후 중단

바이오젠 BIIB092
Tau 9-18

(N-term)
임상2상 중

C2N-애브비
ABBV-8E12

(C2N-8E12)

Tau 25-30

(N-term)
임상2상 중

AC이뮨-제넨텍 RO7105705 Tau-pS409 임상2상 중

일라이릴리 LY3303560 Tau 7-9, 312-322 임상2상 중

얀센 JNJ-63733657 Tau middle site 임상1상 중

바이오젠-뉴리뮨 BIIB076
mid site,

conformational epitope
임상1상 중

UCB 바이오파마 UCB0107 Tau 235-246 임상1상 중

에자이 E2814 MTBR(R2,R4) 임상1상 준비

<표 4> 타우 항체 개발 현황(2019년 6월 기준)

※ 출처: 김성민 외(바이오스펙테이터) 2019, 어떻게 뇌를 고칠 것인가

� 그 외에도 5-HT6(세로토닌) 수용체 길항제나 대사치료제(인슐린, 췌장 호르몬 등), 성장

호르몬 등 다양한 기전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뇌에만 있는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 기능을 조절하는 프로그레뉼린(PGRN), TREM2의 

발현 등을 조절하는 기작으로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로는 DNL757, DNL 758(디날리

테라퓨틱스-사노피), AL001(알렉토) 등이 있음

[그림 8] 후발성(65세 이후 발병), 산발성 알츠하이머의 향후 치료 전략(출처: Jaume et al., 2016)



14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13호

알츠하이머 진단·치료기술

� 2019년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약물은 기존에 없었던 disease modification에 집중하고 

있음

분류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신경정신병적 증상완화제 0 6 8

인지기능 개선제 2 14 3

질병조절약물 28 54 17

Total 30 74 28

<표 5>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종류 및 임상단계별 분포*

* 작용기전이 불명확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그림 9]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연구에 대한 신규기술 전망(2017-2021)

(출처: Frost&Sullivan, 2017,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재가공)

3.2 국내 산업동향

(치료제) 국내 제약사들도 천연물신약, 줄기세포치료제, 펩타이드 의약품 등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음

� 국내 기업의 경우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신약 파이프라인 대부분이 임상 1상 혹은 2상 단계에 

그치고 있으나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는 진행 중17)

- 해외에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약물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국내 연구가 위축

- 다만, 광동제약, SK케미컬, 환인제약, 한화 드림파마 등이 천연물 신약을, 대웅제약과 

메디프론, 뉴로테크 등이 합성신약을 개발하고 메디포스트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는 등 꾸준한 연구는 진행 중임18)

1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8.2., 고령사회 글로벌 제약시장 분석

18)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15.9.,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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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성공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은 해외 글로벌 기업 및 

바이오벤처 등과 협력을 통해 개발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음

제약사 협력 내용

젬백스앤카엘 글로벌 CRO 및 제조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글로벌 임상 추진

CJ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를 통해 치매치료제 개발 바이오벤처에 투자

보령제약 바이오벤처 라파스와 도네페질 패치 공동 연구개발 및 공급 계약

대웅제약 메디프론의 신약 후보물질 ‘DBT-1339'공동 연구개발 계약

동화약품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치매치료제 산업 육성을 위한 MOU체결

메디프론 스위스 로슈(Roche)사와 RAGE억제제 신약후보물질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표 6>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사례(국내)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8.2., 고령사회 글로벌 제약시장 분석

(진단용 조영제) 국내 기업이 세계에서 4번째로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를 

출시하는 등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가 2012년에 FDA에서 최초로 임상 승인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에 세계에서 4번째(국내 최초) 알츠하이머 표적 진단용 조영제 출시(Alzavue)

� 국내 특허출원 중 내국인은 2008년에 1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2건에 달하여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에 대한 국내 업계 및 학계의 연구 활동이 증가19)

승인연도 소유권자(현재)
상표명

(Trade name)
성분명

’12년 Eli Lilly AMYViD florbetapir

’13년 GE Healthcare Vizamyl flutemetamol

’14년
Life Radiopharma

Berlin GmbH
NeuraCeq florbetaben

’17년
FutureChem

(국내기업)
Alzavue florapronol

<표 7>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

19) 특허청 보도자료(’18.10), ‘알츠하이머 치매, 조기 진단으로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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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책동향

4.1 글로벌 정책 동향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알츠하이머를 중심으로 한 치매를 주요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 R&D를 추진20)21)

� WHO는 ’12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캐나다, 독일, 

일본 등 8개국 보건정책 수장들이 모여 제1차 G8 Dementia Summit을 개최

- 각 참여 국가들이 치매로 인한 질병부담 현황을 분석하고, 치매 예방 및 치료 증진을 위한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추진 과제를 발표

� WHO는 2015년 3월, 제 1회 국제치매대응전략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서 WHO 산하에 

국제 치매정보공유 허브로서 GDO를 설치하고 2016년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50여개 

국가가 참여 중

� WHO는 ’17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70회 세계보건 총회를 통해 국제 치매 공동대응계획

(The Global Action Plan on the Public Health Response to Dementia 2017- 

2025)을 발표

� OECD는 2014년 11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G7 Dementia Legacy Event에서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접근 체계인 10대 핵심정책을 제시

� 미국은 ’11년 ‘국가 알츠하이머 프로젝트법(National Alzheimer’s Project Act·NAPA)*’를 

승인하고 ’14년에 ‘알츠하이머 책임법(Alzheimer’s Accountability Act, AAA)’을 제정·

시행

＊NIH가 지원하는 뇌 연구 관련 가장 큰 민관 협력 사업으로,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알츠하이머의 임상적, 

뇌영상, 생물학적 지표의 축적과 공유를 주요 목적으로 함

20)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뇌연구혁신 2030),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부, 복지부, ’18.5

21)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연구 최종보고서, 보건복지부,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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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알츠하이머 프로젝트법의 주요내용은 2025년까지 치매예방과 효과적 치료, 치매환자 

케어의 질과 효율성 향상,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 확대, 대중의 인식개선과 유대감 

강화,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의 치매관련 인프라 개선 등을 담고 있음

� 유럽은 뇌질환 극복을 위한 치매연구사업인 Joint Programme Neurodegenerative 

Disease Research*와 치매 예방지원사업인 IN-MINDD(INnovative, Mildlife, INtervention 

for Dementia Deterrence)** 등을 추진

＊퇴행성 뇌질환 과학자와 기초 임상 헬스케어 전문가가 참여하여 뇌질환 이해 진단·치료툴 개발과 환자·가족

케어를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14년 기준 총 788억원 투자

**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치매 예방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12.11~’15.10)

�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은 “新오렌지 플랜”(’14~, 710억원) 및 뇌영상‧임상, IT 융합에 

의한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실현 프로젝트” 등을 추진

- 오랜지 플랜은 2012년 치매환자에 대한 보건, 의료, 복지 분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정책이며 오랜지색은 노년의 노을을 의미

- 2015년에는 기존의 환자 중심 정책에서 지역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변화한 新 오렌지 

플랜으로 정비되었고, 주무부처는 후생노동성과 내각부, 경찰청, 금융기관청, 소비자청 

등 11개 부처가 공조

- 新오렌지 플랜은 2025년 시점에 대응하여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회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2 국내 정책 동향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놓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치매 국가책임제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치매를 돌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을 의미

-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17.8)를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전국 252개 치매안심

센터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을 추진

� 치매관리법 제정(2012), 제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16~’20) 발표, 중앙-광역 치매센터, 

치매정밀검진비용의 건강보험급여 전환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음22)

22) 서동민(2017),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도입과 시행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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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검진 및 조기 발견, 의료복지 돌봄 요양서비스 제공 및 연계

치매안심병원 설립 전국적으로 치매책임병원 지정하여 진단 및 치료 서비스 제공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 환자 진단 치료 합병증 치료 전 단계에 걸쳐 본인부담 완화

치매 관련 시설 확충 치매 환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그룹홈, 단기 주야간보호시설 등 확충

치매 관련 인력 확충 치매 환자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인력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적용

<표 8>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

※ 출처: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서동민(2017)에서 재인용

� 치매 국가책임제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치매 관련 체계적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치매 예방·진단·치료·돌봄 기술 등 전주기적인 치매 R&D 실시를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제시

- 전주기 치매R&D를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 혈액검사 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측, 예방 등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치매치료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 병행

치매 관련법으로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치매관리법」과 과기정통부 소관 「뇌연구

촉진법」 등이 있고, 정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

�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함

- 치매관리사업을 통한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와 중앙치매센터를 운영하며,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한 

치매연구사업을 추진

�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는 4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치매 관련 연구·통계 및 기술을 

통한 인프라 확충을 선정

- 치매진단·치료 등을 위한 영상, 바이오마커,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임상연구* 지속 추진

계획을 제시

＊한국형 치매 예방 등을 위한 노인 치매 코호트 구축, 치매 예방 및 초기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체외분자 

진단제 개발, 한국형 치매환자의 특징에 부합한 맞춤형 치료제 개발,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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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치매환자 특징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료제 개발은 ’16~’20년 동안 46.8억원을 

투입하고, 타겟 중심의 단순한 신약개발연구가 아닌 한국인 유전학적, 임상학적 특징을 

고려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중개연구 등을 제시

- 그 외에도 치매 관련 연구·통계 관리역량강화와  근거 기반 치매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치매환자 돌봄기술 개발추진 등을 계획 중

� 뇌연구촉진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는 소관별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을 과기정통부 장관에 제출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을 수립

- 정부는 뇌연구 투자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뇌 관련 기초기술, 

산업부는 응용기술 개발 및 산업화, 복지부는 뇌의약 연구 등에 중점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비롯,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등 생명보건의료 분야 중장기 계획에서 치매 관련 목표를 제시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뇌신경계 질환 원인 규명 및 치료·예방기술을 중점과학기술로 

선정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 구현’ 위한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치매 예측,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융합연구 활성화를 제시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치매 정복 및 인공지능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뇌지도 구축

(Korea Brain Initiative)을 추진하고,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연구방향 중 하나로 퇴행성

뇌질환 연구 강화를 제시

- 30대 전략분야 중 뇌/신경계 기능 분석에서 퇴행성 뇌 질환원인 규명 및 진단·치료제 

개발 근거 도출을 달성 목표로 제시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국가 치매책임제’와 연계하여 모든 국민 치매 안심

R&D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고, 해당 과제의 소관부처로는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시

- 이와 관련하여 ①원인규명 및 예방, ②혁신형 진단, ③맞춤형 치료제, ④체감형 돌봄, ⑤인프라 

구축 등 5대 전략을 추진하고 ’16년 현재 80% 수준인 치매 조기진단 정확도를 ’22년까지 

95% 수준으로 향상

※ ‘국가 치매연구개발 종합 투자계획(’18)’에 따라 치매 관련 국가R&D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뇌조직 연구목적 사용과 코호트간 연계 등 치매 연구 데이터·자원 공유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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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은 6개 중점과제 중 하나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뇌 실현’을 

선정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뇌 실현’의 3개 정책의제 중 치매국가책임제를 세부목표로 치매

발병 5년 지연과 치매 증가속도 50% 감소를 제시

뇌과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주요 출연연으로 한국뇌연구원과 KIST 뇌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IBS) 등이 있음23)

� 한국뇌연구원은 ‘국제 뇌과학 이니셔티브(IBI, International Brain Initiative24))’의 파트너로서 

역량 강화와 통합 DB 구축 등 국내 뇌연구 Hub 역할 수행

� KIST 뇌과학연구소는 주로 타 분야와 융합연구를 통한 선도기술 창출에 집중

� 그 외 IBS는 개인 연구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대형 장기 기초연구 수행을 통해 뇌의 작동원리 

규명 위주로 수행 중에 있음

23)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24) 뇌지도 구축 등 대규모 자원과 인력이 투자되는 연구에 대한 국제 협업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UN에서 ’16.9월 이니셔티브 

선언, ’17.12월에 미국, EU,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뇌과학 협력 및 향후 질환 극복과 미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착수 선언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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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R&D 투자동향

5.1 글로벌 R&D 투자동향

현재 주요국들은 치매 연구 관련 예산확대와 연구관련 인프라 강화를 추진25)26)

� WHO는 장관급 회의에서 각 국가마다 치매관리 비용의 1%를 치매 연구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음

�오바마 대통령은 ’13.4월 국가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Brain initiative를 발표하고,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국립과학재단(NSF) 등이 참여하여 뇌지도를 만들어 알츠하이머 등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계획

- 이에 따라, 향후 10년 간 3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14년에 1억달러 투자

�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는 2015~2016년 간 알츠하이머병 치료연구에 3.6억 달러 이상, 

파킨슨 병 연구에 2.5억 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음27)

[그림 10] 미국 NIH 투자현황(2015-2016, 단위: 백만달러)

(출처: Frost&Sullivan, 2017,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재가공)

25) 중앙치매센터 웹사이트

26) 김영수(KIST 뇌과학연구소), 치매정복 융합연구 동향발표자료

27) Frost&Sullivan, Therapeutic Breakthroughs in Alzheimer’s and Parkinson’s Diseases(2017.4), 생명공학정책

연구센터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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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04년에 치매 진행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기반연구인 ADNI 

(Alzheimer’s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 사업을 추진

- 유럽은 E-ADNI, 일본은 J-ADNI, 한국은 K-ADNI를 구성·운영

� 영국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치매연구에 1,120억원을 지원하는 등 연구기관 간 공동 

프로젝트(Cross-council)을 통해 알츠하이머 관련 연구를 추진

- 영국 의학연구위원회(MRC)의 분자생물학연구소와 웰컴트러스트 뉴로 이매징 연구소 

공동으로 3천만 파운드(515억원) 규모의 알츠하이머 등 퇴행성 신경질환 지원계획 발표

(’08.10)

�프랑스는 대형 연구기관과 국립연구청(L’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  ANR) 

및 대학 등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약 4억 5천만 유로를 지원

- 프랑스는 ’08.1월에 국가 알츠하이머 질환 관련 계획(’08~’12)을 발표

� 세계 최대 규모 ‘뇌 은행’을 보유한 브라질을 위시하여 일본,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가 차원의 뇌 은행을 운영하며 연구 인프라를 구축

글로벌 기업 위주의 투자는 치매 등 시장성이 큰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조기진단 디바이스 시장으로 확대됨

� 주요 글로벌 제약사는 치매보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약물

치료 기전에 대한 임상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글로벌 민간 바이오벤처 중 알츠하이머 관련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은 디날리

테라퓨틱스사로 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고 이외에도 다수의 신규 벤처가 존재

[그림 11]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병 관련 글로벌 벤처 투자현황(2015-2016, 단위: 백만달러)

(출처: Frost&Sullivan, 2017,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재가공)



제5장 R&D 투자동향

23

�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높은 실패율과 작용기전의 불명확함, 기존 성공사례의 부재 등으로 

인해 위험 분산을 위한 기업 간 제휴와 전임상 및 임상 1-2상 진입 약물의 라이센싱이 

활발함

5.2 국내 R&D 투자동향

고령화와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영향으로 알츠하이머 관련 정부R&D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도에는 감소함

� 알츠하이머 관련 과제 수와 정부연구비는 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2018년도에 감소28) 

- 전체 정부연구개발사업 중 알츠하이머 관련 과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유사한 현황을 보여줌

[그림 12] 연도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중 알츠하이머 관련 과제 수 및 정부연구비 규모

28) NTIS 과제 데이터에서 과제명, 연구목적, 연구내용, 키워드 등에 알츠하이머 또는 alzheimer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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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행성뇌질환 관련 질환 전체29) 중 알츠하이머의 비율은 대략 30%를 상회하나 이 비율 역시 

2018년에는 크게 감소하였음

(단위: 백만원,개)

연도

정부연구비(백만원) 과제 수(개)

알츠하이머 관련

(A)

퇴행성 뇌질환 전체

(B)

비율(%)

(A/B)

알츠하이머 관련

(A)

퇴행성 뇌질환 전체

(B)

비율(%)

(A/B)

2015 65,051 181,609 35.8% 346 922 37.5

2016 69,203 183,029 37.8% 379 1,075 35.3

2017 71,753 210,297 34.1% 461 1,330 34.7

2018 68,671 244,440 28.1% 368 1,494 24.6

<표 9> 퇴행성 뇌질환 관련 과제 중 알츠하이머 관련 과제의 비율(정부연구비 및 과제 수)

� 연구수행주체별로는 대학, 출연연, 중소기업의 순으로 비중이 높음

(단위: 백만원,%)

연구수행주체 2015 2016 2017 2018

대학 34,241(52.6%) 35,742(51.6%) 36,929(51.5%) 36,698(53.4%)

출연연구소 18,881(29.0%) 18,677(27.0%) 19,744(27.5%) 19,119(27.8%)

국공립연구소 1,196(1.8%) 766(1.1%) 362(0.5%) 322(0.5%)

대기업 300(0.5%) 300(0.4%) 0(0.0%) 0(0.0%)

중견기업 1,901(2.9%) 6,491(9.4%) 3,235(4.5%) 1,958(2.9%)

중소기업 6,925(10.6%) 4,323(6.2%) 8,319(11.6%) 7,147(10.4%)

기타 1,608(2.5%) 2,904(4.2%) 3,164(4.4%) 3,427(5.0%)

총합계 65,051(100.0%) 69,203(100.0%) 71,753(100.0%) 68,671(100.0%)

<표10> 수행주체별 투자금액 및 비중

29)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루이체 치매, 헌팅턴 병, 전측두엽치매, 퇴행성 뇌질환, 치매, 타우, 아밀로이드 등 관련 키워드

를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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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개발연구가 점차 증가

(단위: 백만원,%)

연구개발단계 2015 2016 2017 2018

기초연구 38,562(59.3%) 40,627(58.7%) 39,723(55.4%) 35,225(51.3%)

응용연구 10,875(16.7%) 11,698(16.9%) 10,601(14.8%) 10,929(15.9%)

개발연구 11,645(17.9%) 14,470(20.9%) 13,660(19.0%) 15,440(22.5%)

기타 3,969(6.1%) 2,408(3.5%) 7,769(10.8%) 7,076(10.3%)

총합계 65,051(100.0%) 69,203(100.0%) 71,753(100.0%) 68,671(100.0%)

<표 11> 연구개발단계별 투자금액 및 비중

� 부처별 투자 비중은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순이며 2018년에는 

다부처(범부처)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단위: 백만원,%)

부처 2015 2016 2017 2018

과기정통부

(구 미래창조과학부)
39,187(60.2%) 40,262(58.2%) 44,950(62.6%) 47,273(68.8%)

보건복지부 11,458(17.6%) 15,129(21.9%) 11,843(16.5%) 13,311(19.4%)

교육부 5,865(9.0%) 6,416(9.3%) 6,916(9.6%) 3,744(5.5%)

다부처(범부처)사업 300(0.5%) 995(1.4%) 0(0.0%) 1,702(2.5%)

산업통상자원부 3,070(4.7%) 2,400(3.5%) 2,546(3.5%) 1,049(1.5%)

중소벤처기업부

(구 중소기업청)
1,362(2.1%) 563(0.8%) 3,198(4.5%) 581(0.8%)

농촌진흥청 1,550(2.4%) 1,551(2.2%) 703(1.0%) 505(0.7%)

해양수산부 954(1.5%) 951(1.4%) 1,371(1.9%) 355(0.5%)

식품의약품안전처 145(0.2%) 150(0.2%) 0(0.0%) 150(0.2%)

농림축산식품부 960(1.5%) 500(0.7%) 225(0.3%) 0(0.0%)

산림청 200(0.3%) 285(0.4%) 0(0.0%) 0(0.0%)

총합계 65,051(100.0%) 69,203(100.0%) 71,753(100.0%) 68,671(100.0%)

<표 12> 부처별 및 연도별 투자금액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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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연구비 투자금액 상위 사업은 개인기초연구와 중견연구자지원 등 기초·기반과 뇌과학

원천기술개발, 질환극복기술개발 등 목적형 사업, 한국뇌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출연연 지원으로 구성됨

(단위: 백만원,개)

순위

2015 2016 2017 2018

사업명
정부연구비

(과제수)
사업명

정부연구비

(과제수)
사업명

정부연구비

(과제수)
사업명

정부연구비

(과제수)

1 중견연구자지원
7,064

(41)
개인연구지원

12,612

(104)

개인기초연구

(미래부)

14,445

(135)

개인기초연구

(과기정통부)(R&D)

11,597

(112)

2 뇌과학원천기술개발
6,190

(7)
뇌과학원천기술개발

7,770

(11)
뇌과학원천기술개발

7,873

(15)

뇌과학원천기술개발

(R&D)

11,197

(27)

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6,000

(1)
첨단의료기술개발

5,820

(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5,000

(1)

바이오·의료기술개발

(R&D)

4,847

(20)

4 질환극복기술개발
4,524

(33)
질환극복기술개발

5,114

(35)

개인기초연구

(교육부)

4,277

(10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주요사업비)

4,200

(1)

5 첨단의료기술개발
4,450

(6)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5,000

(1)
첨단의료기술개발

3,577

(8)

국가치매극복

기술개발(R&D)

4,055

(27)

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4,222

(2)
바이오·의료기술개발

3,710

(12)
질환극복기술개발

3,332

(28)

한국뇌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주요사업비)

2,900

(1)

7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

4,215

(85)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

3,564

(70)

한국뇌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2,900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지원(R&D)

2,820

(1)

8 신진연구자지원
3,039

(4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2,830

(1)
바이오·의료기술개발

2,828

(12)

질환극복기술개발

(R&D)

2,644

(22)

9 바이오·의료기술개발
2,285

(8)

한국뇌연구원연구

운영비지원

2,300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지원

2,350

(1)

개인기초연구

(교육부)(R&D)

2,282

(53)

10 주파수활용여건조성
2,155

(1)
주파수활용여건조성

2,151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2,227

(1)

첨단의료기술개발

(R&D)

2,270

(5)

11 리더연구자지원
2,101

(3)
연구중심병원육성

2,130

(5)
주파수활용여건조성

1,963

(1)

집단연구지원

(R&D)

2,130

(4)

12
바이오의료기기산업

핵심기술개발

1,500

(2)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1,749

(24)

글로벌중견기업

육성프로젝트지원

(중기부,산업부)

1,902

(2)

주파수활용여건조성

(R&D)

1,942

(1)

<표 13> 연도별 정부연구비 상위 12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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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6.1 요약 및 정리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로 주요원인인 알츠하이머 관련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 임상시험은 대부분 미국 국가연구기관 및 다국적 제약회사가 진행 중

� 2000년도 이후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퇴행성 뇌질환 관련 특허와 임상 건수가 모두 급격히 

증가

� 알츠하이머 관련 논문은 2010년 대비 2018년에 32.1% 증가하여 증가율 자체는 타 퇴행성 

뇌질환 대비 다소 완만한 경향

� 알츠하이머 관련 미국 임상에서 국내 연구주체 중 1위인 서울대학교(17개)가 1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등 글로벌 대비 국내 연구는 미비한 상황임

알츠하이머 관련 질병기전에 대한 여러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제가 나오고 있지 않음

� 2000년대 이후 알츠하이머 원인물질로 지목된 아밀로이드 베타 관련 항체의 3상 임상이 

모두 실패한 이후 항 Tau 항체와 세로토닌 수용체 길항제, 대사치료제, 성장호르몬 등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

국내 제약사는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시장 선점을 위해 

천연물 신약과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등을 추진 중

� 대규모 임상에 필요한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높은 실패율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에도 

여러 국내 기업이 임상을 진행 중

�또한, 국내 기업이 세계에서 4번째로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를 개발하는 등 다소 성과를 

얻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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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정책제언

불명확한 발병기전과 적절한 동물모델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정부R&D는 

특정 분야에 치우지지 않은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통한 연구의 다양성 확보 필요

� 알츠하이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고 국내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에 뛰어들기 

어려워 정부 지원 필요성이 있음

� 최근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이 일몰되고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는 등 관련 

사업들이 개편되고 있어 현재의 기술·산업 동향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목표설정과 추진주체 

선정이 중요한 시점임

� 퇴행성 뇌질환 관련 정부연구개발비가 최근 4년(’15~’18년) 간 연 2% 내외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고령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제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등 정책적 추세를 볼 

때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알츠하이머의 발병기전 관련 기존의 아밀로이드 베타에 기반한 약물이 연이어 실패하는 

등 성공가능성이 높은 타겟이나 접근법을 예단하기 어려움

� 아직까지는 단일 기전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므로, 

다양한 기전에 대한 개념증명과 병용투여, 신약재창출 및 증상완화제 개발 등 여러 전략을 

동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 환자의 임상데이터 수집을 위한 조기진단 기술개발 필요

� 알츠하이머는 질환이 오랫동안 진행되더라도 환자 자신이 지능, 인지, 기억 등 증상을 자각

하기까지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초기 단계에서 진단이 어려움

� 초기 발병단계 환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은 조기치료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에 필요한 환자 

확보 등 치료제 개발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새로운 생체지표 개발을 통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기대 가능

�또한 특정 치료제에 대한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동반진단 

기술 등을 함께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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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및 뇌연구 관련 국가연구기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한 전략적인 연구기반 

확대와 역량강화가 필요함

�개별 연구자는 치매환자 뇌조직 은행에 접근이 어려우나 공공 인프라는 일본 등 선진국 대비 

부족하여 개선이 요구됨

※ 국립보건연구원이 주관하고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3개 소에 설치한 치매환자 

뇌조직 은행의 ’19년 에산은 6억원, 조직확보는 25건에 불과

� 우수한 후보물질 부족과 동물모델이 실제 환자에서의 재현성이 떨어지는 등 개별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 뇌연구원과 화학연, 생명원 등 출연연이 공통기반기술과 원천

기술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바이오마커 및 진단키트·디바이스 등 융합영역에 있어 정부연구기관과 병원 간 협업과 

역할분담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필요

향후 R&D사업을 통해 치매 관련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책임성을 명확히 

할 필요

� 알츠하이머 관련 국가R&D 신규사업 및 연구인프라 구축 시 국가치매관리계획과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과의 연계를 명확히 하고 성과목표 수립 시 함께 연동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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