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뇌과학 분야가컴퓨터, 인터넷, 게놈등에 이어서미래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인식되면서 주요 국가들의 많은

연구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상용화가 시

작되고 있다. 인간 게놈 로젝트에 미국 정부가 1988년

부터 1993년까지 투자한 38억 달러는 31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796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

가된다[1]. 이와 같이 과학기술 분야의 규모 투자 로

젝트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을 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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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산업정책 기업 략의 개발 용에 활용될 수 있는 인 임 란트 산업의 장기 미래 시나리오

모델개발 시나리오별 응 략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의 목 으로 삼았다. 뇌과학 산업은 미래 핵심 산업으로 그 가능성

에 하여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 인 산업육성정책이나 기업 략 분야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이

분야가 아직 산업육성정책이나 기업 략을 작성하기에 필요한 정보가 축 되지 못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뇌과학산업의 핵심 역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인 임 란트 산업에 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로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각의 시나리오에 합한 략을 제시하 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뇌과학산업 육성 정책 입안 개별 기업에서의 략개발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향후 로벌

시장 상황이 어느 시나리오로 발 하는 지를 조기에 악할 수 있는 신호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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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long-term future scenario model of the brain implant industry 

that can be used for the industrial policy and corporate strategy. There are many discussions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brain science industry as a future core industry, but researches on specific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and 

corporate strategy fields are very lacking. This is because this field has not yet accumulated the necessary 

information to create industrial growth policies or corporate strategies.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developed future scenarios using the system dynamics model for the brain implant industry and proposed a 

strategy suitable for each scenario.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main data for the policy development of the brain 

science industry and the strategy development in individual companies. There is a need to study the signal that can 

identify the future scenario of global market developme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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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시도로 인 이니셔티 (B-R-A-I-N: Brain

Research through Advancing Innovative Neurotechnologies

Initiative)가 2013년 시작되었다[2]. 미국의 인 이니

셔티 에 자극을 받아 유럽, 일본, 한국, 국, 이스라엘

등 각국에서도 규모 뇌연구 로젝트 들을 진행하고

있다[3].

각국 정부들은 연구 지원과 함께 연구결과의 상업화

도 극 으로 지원하고 있다. 뇌과학 연구결과의 상용

화를 하여 미국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는스타트업챌런지(NIH Startup Challenge)를

개최하 다[4]. 국의 치매연구기 (Dementia Discovery

Fund, DDF), 랑스의 iPEPS-ICM (Brain and Spine

Institute), 이스라엘의 인노베이션 (Brainnovations)

등의 기 들을 통하여 각국 정부가벤처기업의 뇌과학연

구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5-7]. 한국 정부도 최근 뇌과

학 연구 상용화 지원계획을 발표하 다[8].

뇌과학 산업 에서 인 임 란트 산업은 고도 성

장이 기 되는 분야이나 진입장벽이 매우높아 한국기업

들로서는 로벌 시장에의 진입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

서는 장기 미래에 상되는 여러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시나리오별로 한국 기업들이 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략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 으로 삼았다.

2. 브레  플란트 산업   망

2.1 브레  플란트 산업  

인 임 란트는 질병 치료. 기능장애 개선 기능

향상을목 으로 뇌에보철물을삽입하는것을 의미한다.

뇌심부 자극술 (Deep brain stimulation, DBS)에 하여

미국 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이 1997년에 수 증의치료법으로 승인하 고 2002년

킨슨병, 2003년에는 근육긴장이상, 2009년에는 강박장애

의 치료법으로도 승인하 다. 2017년 세계 시장 규모는 7

억 달러이고 2026년 까지 연평균 11%의 성장을 보일 것

으로 망된다[9]. 망막 임 란트는 인공망막 역할을 하

는 카메라가 실제 환경을 촬 하여 뇌임 란트의 소형

처리 모듈로 송한다. 뇌 임 란트는 송받은 정보를

시각피질의 뉴런에 의해 해석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

켜, 두뇌가 시각 인식을 하도록 한다. 인공망막은 2011

년 CE (Cummunity Eureopean) 인증, 2013년 FDA의 승

인을 받았다. 2017년 세계 시장 규모는 7천만 달러이고,

연평균 성장율은 10.6%로 상된다[10].

인임 란트산업의범 는뇌침습 (brain-invaseive)

방법으로 국한하 다. 척수신경자극술 (spinal cord

stimulation, SCS)[11], 미주신경자극 (vagus nerve

stimulation, VNS)[12] 천수신경자극술 (sacral nerve

stimulation, SNS)[13] 등도 추신경을 자극한다는 의미

에서 인 임 란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

나[14], 이들 기술은 보철물이 뇌가 아닌 몸에 삽입되므

로 본 연구의 범 에서는 제외시켰다.

2.2 브레  플란트 산업  행 연

인 임 란트 산업의 미래연구로 Jebari and

Hansson[15]은 2032년의 시나리오를 작성하 다. 이 연

구에서 유럽에서의 엄격한 규제 시나리오는 상 으로

경제 기술 쇠퇴를 가져오고, 한 규제는 의료

사고 래 혹은 세 갈등, 사회불안 사회 규범의 악

화를 래하는 모습을 보 다. Fox[16]는 비장애인들이

인 임 란트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웨어러블

기기 (wearable devices)나 로 을 처할 가능성도 제기

하 다. Pant, et al.[17]은 인 임 란트가 2035년에

장애인을 한 요한 기술이 될 것이나, 경제 이유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측하 다.

이들 선행연구는 인 임 란트 분야의 장기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나, 규제, 활용 범 등 미래 모습의

한 단면만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2.3 브레  플란트 산업 재수   

인 임 란트 산업의 잠재 수요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고령화, 기술 근성과 용범 확 등을

들 수 있다. 고령화는 DBS, 망막 임 란트 뇌기능 향

상 등 인 임 란트의 잠재 수요 모두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이다. 재 DBS 시장은 북미가 45%, 유럽이 32%

로 아시아 지역의 비 이 상 으로 은 편이다[9]. 이

는 DBS에 익숙한 의사의 부족 등이 이유 의 하나로 제

기되고 있다[18]. DBS는 Table 1에서 보듯이 우울증, 알

츠하이머병 등의 분야에서 승인을 받기 하여 임상시험

이다. 근성 개선과 치료범 의 확 는 잠재수요의

확 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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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 Stage

Parkinson disease, essential tremor or dystonia
Standard of

care

Major depression Phase III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Phase II/III

Tinnitus Phase I

Tourette syndrome Phase I

Schizophrenia — positive symptoms Preclinical

Schizophrenia — negative symptoms Preclinical

Alzheimer disease Phase II/III

Pain (phantom pain, deafferentation pain, central pain
and nociceptive pain)

Phase I/II

Addiction Phase I/II

Anorexia nervosa Phase II

Table 1. DBS: current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2.4 브레  플란트 산업 재수  실현  

인 임 란트 산업 잠재수요의 실 요인 정

인 요인으로는 기기 기술발 과 사회환경 변화를 들 수

있다. 임 란트 기기 분야에서도 유 학, 력, 소형

화 에 지 하베스 기술등의 도입으로 성능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20]. DBS의 오 라벨 (off-label) 치료

시 보험회사가 지불을 거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21]. 메디 어 상자로 킨슨병 환자

의DBS 치료도 인종 성별로 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

났다[22]. 이 듯 인 임 란트에 한 사회 인식

개선이 시장 확 에 향을 미칠 것으로 망된다[23].

인 임 란트 산업 잠재수요의 실 요인 부정

인 요인으로는 안 규제이슈 경쟁기술의발 등

을 들 수 있다. Ienca & Haselager[24]는 두뇌해킹

(brain-hacking)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 고, 인

임 란트 기술에 한 규제도 강조되고 있다[25]. 인

임 란트의 경쟁 기술로는 세포치료, 유 자 치료, 비침

습 DBS 등을들 수 있다. 킨슨병의 세포치료 연구는

2017년 원숭이 시험에서 iPS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로 만든 도 민성 뉴런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하

고[26], 2018년 8월 사람을 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하

다. 유 자 치료제는 AADC (aromatic L-amino acid

decarboxylase) 유 자를 삽입한 바이러스를 뇌에 주입

해서, 뇌 세포가 AADC를 다시 생산하게 하는 치료법이

연구 이다[27]. 한 비침습 DBS 방법도 연구 개발

이다[28]. 이러한 경쟁기술의 발 은 인 임 란트

의 수요를 크게 잠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3. 브레  플란트 산업 시스템 

다 내믹스 

3.1 시스템 다 내믹스 과 시나리

인 임 란트 산업의 미래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작

성하고 시나리오별 응 략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29-32]. 시나리오 개발에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을

활용하 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외생변수의 추가 확장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한 수요 측 모델로 확

장이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33,34].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 개발에서는 신제품 확산에 한 Maier[35]의 모델

을 기반으로 술한 인 임 란트 산업의 잠재수요

요인과 잠재수요 실 요인을 용하 다(Fig. 1 참고).

Fig. 1. Brain Implant Industry Systems Dynamics 

Model

인 임 란트 산업의 잠재수요요인과 잠재수요 실

요인 성장에 정 인 요인 (성장요인)과 부정 인

요인 (성장 해요인) 크고 작음에 따라 Table 2과 같이

4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 다.

Growth Factor

Growth Inhibition Factor Low High

Low Scenario1 Scenario2

High Scenario3 Scenario4

Table 2. Brain Implant Industry Scenarios

3.2 라미터 값 

기값 설정에서 인 임 란트 환자수는 재까지

치료를 받은 환자수 10만명으로 설정하 다[36]. 잠재환

자수는 재 킨슨병 환자수 620만명의 20%[18]인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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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명으로 설정하 다. 망막 임 란트는 최근 상업화가

시작되었고, 뇌기능 강화를 한 인 임 란트는 아

직 연구단계로이번 연구에서는별도로분석하지않았다.

DBS 임상연구 인 질환 우울증과 알츠하이머병은 환

자수가 많고 경제 사회 부담이 크다. 이들 분야에

서 규제기 의 승인이 날 경우 성장율을 매우 높아질 것

으로 망된다. 이들을 고려하여 치료범 확장의 라

미터 값을 설정하 다. 북미와 서구 심이던 인 임

란트의 시장이 아시아 등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확

되면서 기술 근성도 격히 확 될 것으로 망된다.

고령화의 매개변수값은고령인구 증가속도인 4%를 용

하 다. 산업성장요인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시나리오

2와 4에서 기술 근성은 2020년, 사회환경변화는 2025년,

기술발 은 2030년부터 성장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

정하 다. 산업성정 해요인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시

나리오 3와 4에서 안 이슈는 2025년부터, 경쟁기술 발

은 2030년부터 성장 해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설정하

다. 인 임 란트 수술은 잠재수요의 0.25% 그리고

기존 사용자의 재수술율을 2%로 설정하 다. 인 임

란트의 수술비용은 1년에 1%씩 감소하는 것으로 설정

하 다(Table 3 참고).

Variables Parameter Value

Treatable Patients INTEG(Disease outbreak-Operations)

Brain Implant Patients INTEG(Operations)

Disease outbreak
Treatable Patients*Aging*Treatable Disease

Expansion

Treatable Disease
Expansion

IF THEN ELSE(Time<=2030, 1.9 , 1.9[S1,S3]
2.3[S2,S4] )

Technology
Accessability

IF THEN ELSE(Time<=2020, 1.7 ,
1.7[S1,S3] 2.2[S2,S4] )

Aging 0.04

Social Environment
Change

IF THEN ELSE(Time<=2025, 1.8 , 1.8[S1,S3]
2.2[S2,S4] )

Technology
Advancement

IF THEN ELSE(Time<=2030, 1.9 , 1.9[S1,S3]
2.2[S2,S4] )

Safety Issue
IF THEN ELSE(Time<=2025, 1 , 1[S1,S2]

.0.7[S3,S4] )

Competitive
Technology
Advancement

IF THEN ELSE(Time<=2030, 1 , 1[S1,S2]
.0.5[S3,S4] )

Operations

Treatable Patients*Competitive Technology
Advancement*Safety Issue*Social
Environment Change*Technology

Advancement
*0.0025

+Brain Implant Patients*0.02

Brain Implant Revenue Operations*100000*(2115-Time)/100

Table 3. Parameter Value Setting

4. 브레  플란트 산업  기 

미래 시나리

4.1 기 미래 시나리  1 

성장요인 성장 해요인의 향력이 크지 않은 시

나리오1의 2040년 시장 규모는 73억 달러로 망된다

(Fig. 2 참고). 이 시나리오에서는 고령화, 사회환경변화

기술 근성 개선 등이 DBS와 망막 임 란트 시장의

지속 이며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망된다. DBS 수술

은 국가별로 가격 차이가 많아서 재도 인도와 한국 등

에서 해외환자를 한 마 을 진행하고 있는데[37,38],

잠재수요의 증가에 따라 시장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

로 망된다. 외국인 환자 유입으로 인한 진료비가 2009

년 547억원에서 재는 1조원 규모로 성장하여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심장병과 암 등 증질환자

의 비 도 증가하고 있으나 신경외과의 비 은 3.3%에

불과한 실정이다[39]. 의료 산업이 미래 유망산업으

로 인식되면서 일본,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

국이 의료 객 유치를 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인 임 란트 수술 분야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서

경쟁이 제한 인 상황인데, 이 분야를 략 으로 육성

하여 성장하는 시장을 선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DBS

기기의 경우 메드트로닉, 세인트 쥬드, 보스턴 사이언티

픽 등의 로벌 의료기기업체들이 시장을 과 하고 있어

서 안정 인 성장 상황에서는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이 어

려울 것으로 보이나, 망막 임 란트 기기의 경우는 세컨

사이트, 티나 임 란트, 픽슘 비 등의 견업체들이

최근 인증을 획득하고 마 을 시작한 상태이며, 재

다양한 연구기 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 인 상태로

[40] 아직 진입장벽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

한국기업들이 앞선 자통신 분야의 기술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다. 시나리오 1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망막 임 란

트 분야에 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g. 2. Brain Implant Market Forecast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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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 미래 시나리  2

성장요인의 향력은 크게 나타나나 성장 해요인의

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설정한 시나리오2에서 2040

년 시장규모는 231억 달러로 망된다. 이 시나리오에서

는 DBS와 망막 임 란트 외 새로운 분야의 인 임

란트 기기의 기술 발 이 산업발 을 주도할 것으로

망된다. 미국 국방성 산하 방 고등연구계획국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과 미국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등이

지원하는 연구 로젝트에서는 나노기술 등을 활용하여

뇌와 컴퓨터간의 데이타 송속도를 1,000배 이상 증가

시키고, 개별 뉴런이 개별 채 로 소통할 수 있도록 수만

개의 채 로 뇌활동을 기록하는 기기 등을 개발하고 있

다. 이러한 기기들로 수집된 신경신호로 사지가 마비된

환자들이 로 외골격 등을 활용하여 거동할 수 있는 기

술을 개발 이다[41]. 이 분야는 최근 신크론, 라드로

믹스, 뉴럴링크, 커 등이 상용화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시장이 형성되려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험

이 존재할 것으로평가된다. 시나리오 2에서는한국 기업

들이 험을 감수하고 장기 인 략으로 이 시장에 진

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험을 분산시키기

한 국제 력도 극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 기

존 연구에서도 2030년경 뇌수술을 담당할 신경과 신

경외과 문의의 부족이 측되고 있는데[42,43], 인

임 란트의 수요가 확 되면 인력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므로 이에 한 책도 필요하다.

4.3 기 미래 시나리  3

성장요인의 향력은 크지 않으나 성장 해요인의

향력이 크게 나타나는 시나리오3에서 2040년 시장 규모

는 30억 달러로 망된다. DBS와 망막임 란트 등이미

상용화된 인 임 란트를 심으로 시장이 성장하다

가 경쟁기술의 발 과 안정 이슈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

는 이 시나리오에서는 인 임 란트에 하여 윤리

사회 인 분야의 각종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한국에는 ‘복지’로서의 보건의료와 ‘산업’으로

서의 보건의료에 한 명확한 구분과 각각의 역할에

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실이다[44]. 인 임

란트 비용은 향후 시장 확 에도 크게 떨어질 가능성

은 높지 않으므로, 제한된 부유층만이 혜택을 입을 수밖

에 없으며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다.

DBS의보험 용 범 확 망막임 란트의 보험

용 등의 논쟁에 한 비와 함께 사회 인 공감 를 미

리 형성하여 안 등 주요 이슈에 극 으로 응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방안에서는 인

임 란트와 경쟁기술 모두를 다루어 선호 기술변화에 따

른 향을 이면서 종합 인 평 을 높이는 략을 개

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나리오 3에서는 망막 임 란

트 분야에만 진입하거나 인 임 란트 기기 분야에는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4.4 기 미래 시나리  4

성장요인 성장 해요인의 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시나리오4에서 2040년 시장 규모는 87억 달러로

망된다. 시장 규모면에서는 시나리오1과 큰 차이가 없으

나, 내용면으로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망된다. 시나

리오 1에서는 DBS와 망막 임 란트 등이 안정 인 성장

을 보이나 시나리오 4에서는 새로운 분야의 인 임

란트 기기가 속한 산업발 을 주도한 후 경쟁기술의

발 안 이슈 등으로 산업 체의성장이둔화될것

으로 망된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DBS와 망막 임 란

트 외 새로운 분야의 인 임 란트 기기 분야에 진출

한 후 시장 기시에 DBS 분야에 진입하는 략을 고려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안정 인 성장 시장에서 기업

들이 과 을 하고 있으면 신규업체가 진입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우나, 기 상황에서는 보수 인 기업들이 빠

른 응을 하지 못하는 사이 견기업들이 빠른 응으

로 시장을 잠식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한국기업들은 이

러한 경험이 많으므로, 시나리오 4의 기상황을 활용하

는 략을 극 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5. 결론

인 임 란트 시장이 고도성장이 기 되는 분야이

나 일부 성장요인과 성장 해요인들에 하여서는 문

가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발생가능한 다양한 미래에

응하기 하여 일부 성장요인과 성장 해요인들의

향력의 크기에 따라 4개의 시나리오를 도출하 다. 그리

고 로벌 시장 진입 략을 도출하고자 이미 시장이 형

성된 DBS, 최근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망막 임 란트,

그리고 향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 되는 새로운 분

야로 산업을 분류하 다. 4개의 시나리오별로 3개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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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시장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를 연구하

다. 실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발 할 지를 악하기

하여서는 지속 인 시장 첩보 (Market Intelligence)를

수집하여 트 드 변화의 약한 신호 (Weak Signal)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략 도출을 한

시나리오 개발을 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모델을 개발

하 으나, 이의 검증 타당화 과정을 실시하지 못하

다. 이는검증에 필요한 데이타를 확보할수 있는 시기에

서 후속 연구로 이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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