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research enable clinical treatment that saves human life and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but the possibility of success with new drugs is significantly low despite a long time of 14 to 16 years
and a large investment of 2 to 3 trillion won in traditional methods. As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radically
change the new drug development paradigm, artificial intelligence new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projects are
underway in various forms of collaboration, such as joint research between global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IT
companies, and government-private consortiums. This study uses the TOE framework and the Value-based Adoption
Model, and the technical,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acceptance of
AI technology at the level of the new drug research organization are the valu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y
analyzing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and intention to use, it is intended to derive
practical implications.

Therefore, in this work, we present a research model in which technical,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are mediated by strategic value recognition that takes
into account all factors of benefit and sacrific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usefulness, technicality, and
innovativeness have significantly affected the perceived value of AI drug development systems, and that social influence
and technology support infrastructure have significant impact on AI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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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Adop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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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다양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기술이 비지니스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Healthcare 산업에서도 혁신적인 고객 가치를 제공

하고 프로세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

술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Healthcare 산업 분

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활용 측면이나 사회

적인 파급력이 굉장히 크므로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Healthcare 산업 분야 중 신약 연구는 고통받는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임상 치료를 가능하게 하지만, 오랜 시간과 대규

모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임상 시험을 통과하여 신

약으로 개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신약 개발

에 성공하더라도 시장에 출시하여 성공할 확률이

저조한데 통상적으로 5,000∼10,000여 개 후보물질

중에서 9개만 임상 시험에 진입하고 1개만 최종 판

매 허가를 받아 시판된다. 미국의 경우 신약개발에

14∼16년이 걸리고 2∼3조 원의 개발 비용이 소요

되어 전통적인 방식의 신약개발은 투자 대비 생산

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보건산업

진흥원, 2020). 신약 한 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

만개 이상의 후보 물질을 검토해야 하는데, 인공지

능을 활용하면 한 번에 100만건 이상의 논문 탐색

과 1010개의 화합물 탐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균

적으로 10년이 소요되는 신약 개발 기간을 3∼4년

으로 줄일 수 있다. 비용 역시 기존 1조 2,000억 원

의 절반 수준인 6,000억 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보건산업진흥원, 2020).

인공지능이 신약개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

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면서 Pfizer, AstraZeneca,

Sanofi 등 많은 글로벌제약사들이신약연구에인공

지능 기술 적용을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Janssen의

경우 BenevolentAI사와 인공지능으로 개발한 신약

후보물질이 임상2상 시험에 진입한상태라고 알려져

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도 신약개발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

다. ATOM, MELLODDY, LINC 등 정부-민간 컨

소시엄을 통해 산학연병 간 다양한 인공지능 신약개

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장 규모도 매년 40%씩 성장해 2024년 4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Global Market

Insights, 2017. 5).

인공지능 신약개발이 신약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 제약회사들도 인공

지능 전문기업과 주로 공동 연구(R&D) 중심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 컴퓨

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면

제약사가 합성 및 실험을 통해 후보 물질의 안정성

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최적화해 나가는 방식을 취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약회사의 인공지능 신약

개발 시스템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SK바이오팜이

2018년 AI 기반 약물 설계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JW중외제약이 자체 AI기반 빅데이터 플랫폼을 보

유한 사례 이외에 대부분의 제약회사가 신약연구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관망하는 상황이다

(생명공학연구원, 2019).

본 연구는 신약개발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의 사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및 수용을

견인하는 요인들에 대해 실증 연구하였다. 이를 위

해 TOE 프레임워크와 가치기반수용모형을 이용하

여 신약연구 조직 차원에서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이라는 혁신 기술 이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인을

도출하여 학문적 고찰과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그

리고 기술적, 조직적, 환경적 요인들이 인공지능 기

술에 대한 가치와 활용의도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여 실무적 측면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신약연구

에 인공지능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제약ㆍ바이오

업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주요

방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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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

인공지능 시스템이란 자연어 처리, 영상 및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제

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도구를 의미한다

(추형석, 2016; 양태훈, 2017).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은 신약개발 관련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신약연구 주기에 맞게 요구되는 결과물을 빠르게

탐색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생

산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도구이다(보건산업진흥원,

2020). 국내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 중 대사질

환 특화 신약 타겟 발굴 시스템의 구조도는 [그림

1]과 같다.

(자료 : https://www.iclue.co.kr).

[그림 1]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 구조도

신약 연구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경

우 <표 1>과 같이 주기별로 매우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어서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건산업진흥원, 2020).

국내외 인공지능 전문 기업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의 유형을 살펴보면 독자적인 데이

터베이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통합형 의약학

네트워크, 약물 유전체, 환자 유전체 DB를 이용하

여 신규 타겟 발굴, 단일약물/복합제 구조 예측, 유

전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신생항

원 발굴, 약효예측 바이오마커 발굴, 합성신약 후보

물질 발굴 및 최적화, 약리작용 및 독성 예측 등 신

약후보물질 탐색에 집중되어 있다(보건산업진흥원,

2020; 이새봄 외, 2020). 최근에는 신약 탐색 뿐만

아니라 임상 개발 및 허가․사용 등 광범위한 범위

로 확대하여 인공지능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보건

산업진흥원, 2020).

주기 활용 모델 요구되는 예상 결과물

후보
물질
주기

유전자 타겟
발견

∙신약 적응증 후보 및 타겟
후보 순위

약물 디자인
∙정량적 예측값을 동반한
후보 물질구조 및 안정성

신약후보물질
창출

∙신약후보물질 우선순위화
∙신약후보물질의 효능 및
부작용 예측 결과

신약후보물질
검증

∙In vitro/in vivo(시험관/배양
세포 내) 실험 결과 객관적
분석

전임상
주기

전임상 실험
설계

∙전임상 프로토콜
∙실험 material 선별 및 예측
결과

독성 예측 ∙독성 예측값

전임상 실험
∙실험 material 선별 및 예측
결과

임상
시험

임상시험 설계 ∙임상 프로토콜 및 예측 결과

임상시험
적임자 선정

∙임상 프로토콜에 적합한
피험자 모집 및 분류

임상시험 최적화
∙최적의 복약법 제시
∙이상 징후 조기 예측

범주기

질병 기전 이해 ∙근거 기반 기전 제시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
프로토콜 및 예측 결과

정보 수집 및
종합화

∙관련 논문, 특허 문헌 분석
결과

연구진행/중단
의사결정지원 ∙수치 포함한 판단 결과

<표 1>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모델 유형

자료 :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프로젝트 보고서(성균관
대학교, 2018) 및 생명공학연구원(201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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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혁신확산이론

Rogers(2003)의 혁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

sion theory)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새롭다고 인식

하는 혁신 기술 및 제품, 서비스가 채택되거나 수용

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인구 통계학

적 특성, 지각된 혁신 특성, 혁신에 대한 태도, 개인

적 성향, 커뮤니케이션 채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약회사를 포함한 신약 연구기관에서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탐색하기 위해 Rogers(2003) 및 Lee et al.

(2011)이 제시한 혁신의 지각된 특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첫 번째 특성은 혁신 기술이 기존 제품 또는 서비

스보다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이 많을수

록 신기술수용과 확산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였

다. 상대적 이점은 새로운제품 및서비스가 기존 제

품 및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인지 여

부를 말하는 것으로, 기술수용모형(TAM)의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유사한 개념이다

(배재권, 2018). 두 번째 특성은 적합성(compatibi-

lity)으로 사용자가 갖고 있는 기존의 경험과 가치관,

충족되야할요구사항등이일치해야한다. 세 번째는

복잡성(complexity)이 낮아야 한다. 새로운 제품이

나 서비스를 이해하거나 사용하기 쉬워야 한다. 네

번째는 시험가능성(trialability)으로 신제품이나 서

비스를 정해진 범위 내에서 부담 없이 시험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특성은 관찰가능성(observ-

ability)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되었을

경우 사용자들에게 자주 쉽게 노출될수록 채택 가능

성이 높다고 하였다(김상후, 2019; 박소은 외, 2017).

Rogers(1983) 연구에 비추어 상대적 이점과 적

합성, 복잡성, 시험가능성이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

스템의 도입 및 활용 의도에 주요 요인으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3 기술-조직-환경(TOE) 프레임워크

Tornatzky et al.(1990)이 제안한 TOE 프레임워

크는 조직이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기술적 요인(Technological Context)

과 조직적 요인(Organizational Context), 그리고 외

부 환경적 요인(External Environmental Context)

세 가지관점으로설명하였다(Tornatzky, 1990). 기술

수용모델(TAM)이 개인 사용자 관점에서 신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와 사용의도, 행동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면, TOE Frame-

work은 조직 관점에서 기술수용, 확산, 동질화 현상

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프레임워크로 관련 기업

연구에 많이 적용되어 왔다(Han and Lee, 2008).

요인 구성 개념 세부 요인

기술적 요인
∙조직 내부/외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기술(Xu et al., 2004)
∙기술 도입이 가능한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 조직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게 중요함

∙상대적 이점
∙적합성
∙기술복잡성
∙시험가능성

조직적 요인

∙조직이 갖고 있는 고유한 조직 특성과 자원을 의미
∙혁신 과정에 경영층의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역할 담당
∙조직 규모, 이용 가능한 여유자원도 의사결정의 중요 요인
(Oliveria et al, 2010)

∙기업규모, 사업범위
∙경영층의 지원
∙인적자원의 규모/경쟁력
∙여유 자원

환경적 요인
∙조직의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촉진요인 및 저해요인
∙조직이 속해 있는 산업계, 경쟁자, 정부 규제, 사업 협력자 등을
포함(Iacovou et al., 1995)

∙시장환경의 불확실성
∙경쟁 강도
∙정부 정책, 규제 환경
∙사업협력자 영향력
∙사회문화적 이슈
∙기술 지원 인프라

<표 2> TOE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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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기술적 요인은

조직이 혁신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 도입

이 가능한 상황 인지, 현재 조직 내부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이 조직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

요하다(Thompson et al., 1991). 이 때 조직 내부

기술과 외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포

함한다. 조직적 요인은 조직 내에서 기술혁신을 채

택함에 있어 조직 규모, 경영구조와 같은 조직의 고

유 특징과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이 요

인 자체만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중요하

다(이용하, 2019). 조직 관리 구조를 구분해 보면

기계적 구조와 확장 추구 구조(Formal boundary

spanning structure)로 나눌 수 있다. 혁신채택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후자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Tornatzky, 1990). 또한 혁신과정에서

경영층의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직 규모 및 여유자원도 중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Oliveria et al., 2010). 환경적 요인은 조직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촉진 및 저해요인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비지니스 활동 영역에서 느끼는

경쟁정도 및 외부압력으로 조직의 정보시스템 도입

과정에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은 산업 내에서의 구조

와 기업 규모, 경쟁자, 정부의 정책 및 규제, 사업 협

력자등을포함하고 있다(Zhu and Kraemer, 2013).

2.4 가치 기반 수용 모형

초기 정보 시스템 연구에서 기술수용모델(Tech-

nology Acceptance Model : TAM)은 사용자가

신기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이론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다양하고 새로운 ICT 기술들이 등장하고 정

보기술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TAM은 혁신 기술수

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 요인들의 상호 관

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가치기반수용모형(Value based Adoption Model

: VAM)은 TAM 모형이 사용자가 기술 사용을

통해 얻는 혜택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설명력

이 낮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기술수용 이론에

가치의 관점을 더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혜택, 수용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희생과 노력 등을

모두 고려한 균형적인 관점의 분석 모델로 제안되

었다(Kim et al., 2007)

기술수용을 사용자의 가치 극대화에 중심을 둔

VAM에 의하면, 새로운 기술의 지각된 가치는 사용

자가 새로운 기술 기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

고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새로운 기술

을 익히고 사용하기까지 감수해야 할 희생(시간, 노

력, 기술적 어려움, 금전적 비용, 기회비용 상실, 심

리적 부담, 스트레스, 개인적인 위험 등)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윤여준, 신동천, 2017). 이러한 관점에서

VAM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각된 가치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들로 이익(유용성, 즐거움)

과 희생(기술성, 지각된 비용)을 설정하여 사용자의

사용 의도를 분석한다(Kim et al., 2007).

VAM에 기반한 혁신 기술수용 관련 선행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장용용(2016)의 인공지능 디스플

레이 스피커의 지각된 가치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

된 혜택은 유용성과 즐거움, 정보품질로, 지각된

희생은 지각된 비용과 프라이버시 위험으로 구성

하였다(장용용, 2020). 민경회 외(2020)의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각된

혜택으로 유용성, 편재성, 네트워크 효과를, 지각된

희생은 기술성, 지각된 비용, 지각된 위험으로 제

안하였다(민경회 외, 2018). 김용희(2016)의 스마

트 홈서비스 수용 연구에서 지각된 혜택은 유용성

과 즐거움, 촉진조건으로, 지각된 희생은 프라이버

시 위험과 기술적 특성, 혁신저항, 지각된 비용으

로 구성하였고(김용희, 2016), 오종철(2017)의 AR

기술 연구에서 지각된 혜택은 유용성과 즐거움, 현

실감으로, 지각된 희생은 기술성 및 지각된 비용으

로 구성하였다(오종철, 2017). 이진명(2018)의 인

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지속 이용 의도 연구에서

지각된 혜택은 편의적 혜택과 경제적 혜택으로, 지

각된 희생은 정보보안 위험 및 기능적 위험으로

구성하였다(이진명, 2018). 이처럼 VAM은 다양한

혁신 기술수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수용

이론으로 입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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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신약개발 연구기관에서 인공지능 신약

개발 시스템의 지각된 가치와 활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기술-조직-환경

(TOE) 프레임워크와 가치기반수용모형(VAM)을

토대로 [그림 2]의 연구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는 혁신 기술을 도입하는 초기 단계에서 사용자들이

신기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감수해야 할 희

생에 주목할 것으로 판단하여 TOE의 기술적 요인

에 관련된 변수들을 추가하였다. VAM에서 제안하

고 있는 유용성, 기술성을 기본 변수로 채택하였고,

혁신 기술 확산의 특징을 고려하여 시험가능성과 지

각된 위험 등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지각하는 가치와

활용의도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고자 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지각하는 기술적 가

치 이외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의 활용을 위해

조직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활용의도를 촉진 조건

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3.1 기술적 요인

유용성은 특정 시스템의 사용으로 이용자의 업무

성과를 높여 준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되며(Davis,

1989),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공하는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느끼는 유용성을 평가하고, 최종 사용

자가 이를 유용하다고 생각하면 인공지능 시스

템에 대한 지각된 가치가 더 커질 것으로 가정

한다.

시험가능성은 기술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정도이다(Karahanna and Staraub, 1999; Venka-

tesh, 2003). 기업이 혁신 기술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정도가 시험가능성이다(Rogers, 2003).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과물에 대한 검증과 다양한 용도 활용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은 혁신 기술을 더

빨리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가치에 대해 신뢰하게

된다. 그리고 기술 혁신을 빠르게 채택하는 사람들

은 혁신의 시험가능성을 후기 채택자들보다 더 중요

하게 여긴다고 한다(Rogers, 2003).

기술복잡성은 사용자가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데

요구되는 정신적, 신체적 노력의 정도로 정의한다

(Han and Lee, 2008). 사용자가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을 위한 기술적인 노력이 높을수록 신기술의

지각된 가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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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은 혁신 기술이 적

용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의 불확실성에 의해 사용자가 인지하게 되는

위험을 의미한다(Anderson, 1994). 일반적으로 혁

신은 불확실성 또는 사전에 예측하기 힘든 잠재적

인 부작용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사용자는

혁신과 관련되어 부정적인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 혁신에 대해

낮은 수용 성향을 나타낸다(Sheth, 1981; 한준형,

강성배, 문태수, 2013; 이현수, 채영일, 2013). 선정

한 이익과 희생 측면의 요인이 신약 연구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의 전략적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 유용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2 : 시험가능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 기술복잡성은 지각된 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 지각된위험은 지각된 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조직적 요인

혁신지향성은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에 대해 망설

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새로운 것을 받아

들이고 시도하려는 정도를 의미한다(Rogers, 2003;

한준형 외, 2013; Agarwal and Karahanna, 2000).

새로운 혁신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수용과 확산을

설명하려는 연구에서 혁신 지향성은 조직의 신기술

에 대한 태도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 경영학 연구에

서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태

도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김상현 외, 2018). 혁신적인 성향을 가진 사용

자 그룹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데 적극적이고

지각된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편이다(Rogers, 2003; Yu et al., 2017).

혁신지향성이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 혁신지향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환경적 요인

사회적 영향은 주관적 규범과 이미지, 사회적 요

인 등의 구성개념을 통합한 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신약 연구에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믿는 주변의 인식 정도 및 경쟁압력’으로 정

의하고자 한다(김영채, 정승렬, 2013; 오종철, 2010).

김장묵(2017) 연구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사용의도에 성과기대요인, 사회적 영

향, 업무의 유용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김장묵, 2017).

인공지능 기술지원환경은 신약 연구기관이 인공

지능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조직 내부 자원 관리

및 외부의 전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 지원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 내 지

식관리 체계를 잘 갖춰 조직 구성원들이 수준 높

은 지식 보유 및 기능 또는 업무별로 활용해야 한

다고 하였다(윤수영 외, 2017). 고형석(2019)의 연

구에서 신기술을 사용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

술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조직적인 지원과,

그 지원 조건이 좋다면 기술을 도입하려는 의도는

높아진다고 하였다(고형석, 2019). 환경적 요인에

따라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6 : 사회적 영향은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 활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 인공지능 기술지원환경은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활용의도에정(+)의 영향을미칠것이다.

3.4 지각된 가치

제품이나 서비스의획득및 사용으로 사용자가 얻

는 ‘혜택’과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서의 신념을 지각된 가치라고 정의하며(Zeithaml,

1988), Blackwell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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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가치를 이익과 희생 간 상쇄(trade-off)의 결과

라고 주장하였다(Blackwell et al., 2001).

정보시스템 사용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가치를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태도와 행

동을 결정하게 된다(Cronin et al., 1997). Kuo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의 평가와

행동 의도 사이에서 지각된 가치가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Kuo et al., 2009).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 시스템 이용

의 이익과 희생에 관한 사용자의 전반적인 평가로

지각된 가치를 정의하고,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

용자는 실제 활용의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

고 다음의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8 : 지각된 가치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 활

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실증 분석

4.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기술, 조직, 환경요인과 지각된 가치에

기반하여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 활용의도에 대

한 설문 조사를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 도입 예

정이거나 시스템 도입에 대해 관심이 있는 기업 및

연구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공지능 신약

개발 시스템에 대한 사전 설명 후에 요인별로 구조

화된 서베이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하여 461부

를 회수하였고, 이 중 성실하게 기입하지 않은 설

문지를 제외한 284부의 유효 샘플을 연구에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 검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6과 Amos 26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2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 수집된 표본 자료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

해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

스템 사용경험, 소속기관으로 구분하여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

는 <표 3>과 같다.

항목 응답 비율(%)

성별
남성 119 41.9%

여성 165 58.1%

연령

20∼29 59 20.8%

30∼39 159 56.0%

40∼49 54 19.0%

50∼59 12 4.2%

사용
경험

예 84 29.6%

아니오 200 70.4%

소속
기관

제약회사, 바이오벤처 151 53.2%

병원 및 부속 연구기관 50 17.6%

대학교 및 부속 연구기관 10 3.5%

연구기관 28 9.9%

합성/실험/임상CRO 4 1.4%

기타 41 14.4%

<표 3> 표본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3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하기에 앞

서 수집된 자료가 연구모형과 유의미하게 일치하

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을 실시

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몇 개의 지표

들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이 모든

지표가 권고 기준을 충족하여 연구 모형의 적합도

는 문제가 없으며 가설 검증에 활용해도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구분 지수 권고기준 연구모형

절대
적합
지수

χ²/df 1∼3 Good 2.056

RMR ≦ 0.05 0.042

GFI ≧ 0.8 0.868

AGFI ≧ 0.8 0.831

증분
적합
지수

NFI ≧ 0.8 0.907

NNFI(TLI) ≧ 0.8 0.940

CFI ≧ 0.8 0.950

<표 4> 연구모형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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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연구 모형에서 제시된 각 잠재변수

(Latent Variable)와 측정변수가 적절하게 연결되

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

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측정 변수

들에 대한 신뢰성 분석은 내적 일관성법을 이용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로 검증하였다. Cronbach’s

alpha 계수 값이 0.7 이상인 경우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Nunnally, 1978), 본연구의모든측정변수

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 값이 0.8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 항목 관련 문헌

유용성
(PU)

시스템 사용으로
이용자의업무성과를
높여 준다 믿는 정도

PU1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은 업무 능률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Kim et al.(2007),
김상현 외(2018),
고형석(2019)

PU2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은 신약개발 단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PU3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은 경영성과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시험
가능성
(TRI)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점검해볼
수있는기회제공정도

TRI1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의 평가 버전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Deborah et al.(2007),
박현정 외(2016),
정현석(2019)

TRI2
인공지능신약개발시스템도입전에정식판매버전을시험해볼수있을
것이다.

TRI3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의 다양한 용도를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술
복잡성
(TEC)

시스템 도입으로
감수해야하는노력의
정도

TEC1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은 배우기 쉬울 것이다. Han and Lee(2008),
Venkatesh et al.(2003),

고형석(2019),
고제욱(2019),
백한종(2020)

TEC2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은 사용하기 쉬울 것이다.

TEC3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에 쉽게 익숙해질 것이다.

지각된
위험
(RSK)

시스템 사용에 따른
경제적, 기능적, 보안적,
프라이버시 위험 등
같은불확실성에대한
우려

RSK1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을 사용하면 프라이버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고형석(2019),
고제욱(2019),
장민흔(2020)

RSK2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을 사용하면 데이터 유출 보안문제 발생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RSK3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은 처리 속도가 늦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적을 것이다.

혁신
지향성
(INO)

조직이신기술에대한
관심이 높고, 타
조직보다 먼저혁신을
수용하려는 정도

INO1 우리 조직은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는 편이다. 정현석(2019),
고제욱(2019),
김정석(2017)

INO2 우리 조직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INO3 우리 조직은변화를두려워하지않고좋은아이디어를수용하는편이다.

사회적
영향
(SI)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이중요하다믿는
주변의 인식 정도 및
경쟁압력

SI1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좋다.
Venkatesh et al.(2003),

고형석(2019),
백한종(2020)

SI2 조직 외부에서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 도입을 추천 받고 있다.

SI3
경쟁사가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우리 조직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지원
환경
(TSE)

조직내부자원관리와
외부의 전문 지원이
가능한 기술지원
인프라 확보정도

TSE1 내부 또는 외부의 인공지능 기술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
고형석(2019),
백한종(2020)

TSE2 인공지능 교육 수강 및 학습을 할 수 있다.

TSE3 인공지능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각된
가치
(VAL)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으로 얻게 되는
효과성 정도

VAL1 인공지능신약개발시스템도입(운영) 가치는투자비용대비높을것이다.
Han and Lee(2008),
고형석(2019),
고제욱(2019),
백한종(2020)

VAL2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 이용에 드는 노력보다 얻는 혜택이 더 높을
것이다.

VAL3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을 사용하면 비재무적(만족도, 점유율 등)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다.

AI신약
개발
활용의도
(BIU)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와 가능성
정도

BIU1 우리 조직은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
고형석(2019),
고제욱(2019)BIU2 우리조직은신약연구에인공지능기술활용계획을준비(실행)하고있다.

BIU3 우리조직은인공지능신약개발시스템을지속적으로이용할의향이있다.

<표 5>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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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측정모형의집중타당성(convergent va-

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인

하였다. 측정항목의타당성은요인적재량(factor loa-

ding)과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 CR)로

평가된다(Chin, 1988). 일반적으로요인적재량과평균

분산추출(AVE)값이 0.5 이상의 경우 집중 타당성이

있다고 하며, 합성신뢰도(CR)가 0.7 이상의 경우 내

적일관성 및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Gefen, 2001). 판별타당성은 일반적으로 각 잠재변

수의 개별 측정 항목들의 요인적재량이 교차요인 적

재량(cross loading)보다 커야 하고, 각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이 다른 잠재 변수들과의

상관계수보다 커야 한다(Chin, 1988; Gefen, 2001).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변수의 모든 측

정 항목의 요인적재량이 모두 0.6 이상이고, 평균분

산추출(AVE) 값이 0.5 이상이며, 합성신뢰도(CR)

도 0.7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표 7>과 같

이 각 잠재 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의 제곱근

값이 다른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의 측정

항목은 신뢰성,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이 모두 검

증되었다.

4.5 가설검정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검증을 위해 AMOS

26.0을 활용하여 경로분석 실시하였으며 가설의 채

택 여부는 C.R.(t값)이 ±1.96 이상, 유의수준은 0.05

이하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였다. 이를 통한 구조모

형의 경로분석 결과는 <표 8>에 나타나 있고,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수 PU TRI TEC RSK INO SI TSE VAL BIU
PU 0.672
TRI 0.086 0.768
TEC 0.002 0.009 0.879
RSK 0.048 0.161 0.000 0.810
INO 0.052 0.095 0.002 0.085 0.802
SI 0.154 0.040 0.003 0.025 0.029 0.828
TSE 0.110 0.048 0.005 0.046 0.104 0.069 0.757
VAL 0.158 0.003 0.034 0.003 0.039 0.124 0.141 0.760
BIU 0.080 0.037 0.000 0.058 0.063 0.124 0.184 0.135 0.748

<표 7> 판별타당성 검정

변수 측정
항목

요인
적재량

Cronbach's
α

AVE CR

PU
PU1 0.886

0.863 0.672 0.860PU2 0.837
PU3 0.804

TRI
TRI1 0.908

0.907 0.768 0.908TRI2 0.860
TRI3 0.883

TEC
TEC1 0.952

0.956 0.879 0.956TEC2 0.957
TEC3 0.954

RSK
RSK1 0.904

0.927 0.810 0.928RSK2 0.917
RSK3 0.891

INO
INO1 0.904

0.924 0.802 0.924INO2 0.885
INO3 0.915

SI
SI1 0.905

0.934 0.828 0.935SI2 0.906
SI3 0.905

TSE
TSE1 0.877

0.903 0.757 0.903TSE2 0.857
TSE3 0.873

VAL
VAL1 0.882

0.902 0.760 0.904VAL2 0.883
VAL3 0.827

BIU
BIU1 0.882

0.891 0.748 0.898BIU2 0.919
BIU3 0.771

<표 6> 신뢰성 및 집중타당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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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TOE 프레임워크의 기술적 요인이 지각

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인공지

능 기술을 활용할 때의 혜택 측면에서 유용성(PU)

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감수해야 할 희생 측면

에서 기술복잡성(TEC)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 H3는 채택되었다. 그러나

시험가능성(TRI)와 지각된 위험(RSK)는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신약 R&D 수행에 있어 인공지능 기술이 다

양한 활용 가능성을 시험하기보다 요구되는 기대결

과의 유용성에 대해 더 높게 가치를 평가한다는 점

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질환을 통제하는 약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임상적 데이터보다 생명

공학 및 의화학 지식을 훨씬 많이 활용하므로 이에

대한 위험도는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조직적 요인으로 조직의 혁신 기술수용 성향을

의미하는 혁신지향성(INO)는 지각된 가치를 인식

하는데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신약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공지능의

전략적 가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영향(SI), 인공지능 기술

지원환경(TSE) 모두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 활

용의도(BIU)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을 활용하

는데 기술적 가치 인식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적용

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 및 환경 측면의 준비가 도

입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의 전략적 가치 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용성(β = 0.538)이고

촉진요인으로 인공지능기술지원환경(β = 0.251)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5. 결 론

본 연구는 혁신확산이론, 가치기반수용모형, TOE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신약연구조직 관점에서 인

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을 신약 연구에 도입하기

위한 전략적 가치 인식 연구모형을 제시하여 인공

지능 신약개발 시스템 활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유

용성, 기술복잡성, 혁신지향성은 인공지능 신약개

발 시스템의 지각된 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영향, 인공지능 기술지

원환경 역시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 활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

석하면, 기존 정보기술의 이익과 희생으로 인식되

는 유용성과 기술복잡성 뿐만 아니라 조직의 특성

이 혁신 기술을 수용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인공지

능 신약개발 시스템의 가치를 높게 인식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아직은 인공지능 기술의 전문성

으로 사용과 이해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인

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 수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가설 경로 표준화계수(β) 표준오차 유의수준 결과

H1 PU → VAL 0.538 0.086 *** 채택

H2 TRI → VAL -0.067 0.072 0.352 기각

H3 TEC → VAL -0.131 0.039 *** 채택

H4 RSK → VAL -0.046 0.056 0.411 기각

H5 INO → VAL 0.138 0.056 0.037 채택

H6 SI → BIU 0.200 0.054 *** 채택

H7 TSE → BIU 0.251 0.047 *** 채택

H8 VAL → BIU 0.142 0.042 *** 채택

<표 8> 경로분석 및 가설검정 결과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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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도입되려면 기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적인 준비와 전문기업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지

원 환경이 갖춰지면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을

분석되었고 주변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와 경쟁자들

의 도입도 중요한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 및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략적 가치

인식 요인은 개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 동기

및 수용 의도에 유의한 요인이었으나, 본 연구를 통

해조직의경쟁력강화차원에서인공지능기술적용

및 시스템 도입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적, 조직적, 환경적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신약 연구 분야에 인공지능 시스템의 전략

적 가치에 유의한 독립변수(기술, 조직, 환경), 종속

변수(활용의도), 매개변수(지각된 가치)에 대한 실

증분석을 통해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변수 및 하

위 측정항목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헬스케어 분야에

서 사용자 행동 연구를 하는데 있어 이론적인 토대

를 마련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스템의

활용을 위해 고객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

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Healthcare 분야의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을 고심하는 기업

들에게 고객의 가치 인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실

무적 준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약 연

구를 포함한 Healthcare 분야는 궁극적으로 인간

의 건강 증진을 지향하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의 안정성 및 효과성 검증과 이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해야 기술의 유용성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약 연구원들의 인공지

능 기술 전문성이 높지 않으므로 사용이 용이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외부 기술 지원 체

계 구축이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 연령이 20∼30대에 집중되었고 해당

연령대의 특성이 혁신 기술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40∼50대 전통적인 신약 연구자를 포함하여 표본

을 확대하여 조사하면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

요인을 이익과 희생의 관점에서 기술적 요인을 구

분했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기존 업무에 미치는 파

괴적 영향력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였다. 혁신 기

술수용의도를 가치 측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

이 복합적인 관계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연구 요인 도출에 개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에 인공지

능 신약개발 시스템을 인지하는 요인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경험에서 나오는 인지

변화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매

커니즘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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